




머 리 글

해외 조달시장은 세계 각 국가와 국제기구가 국방·교육·보건·SOC 등 공

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품, 서비스, 건설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시장으로,

최근 WTO 정부조달협정 및 FTA 체결 확대 등으로 투명성과 개방성이 점

차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 주요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

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등 유망한 신수출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조달시장은 시장규모가 연간 5,600억불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연방조달시장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전략적 진출이 필요합니다. 미

국은 우리나라 수출 순위 두 번째의 국가로 민수시장에 많은 기업들이 진

출해서 수출경쟁력이 검증된 시장이며, 향후 한·미FTA가 정식으로 발효되

면 우리 기업에 대한 미 정부조달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됩니다. 또한 가까

운 국내에서도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사업 등 중소기업에 많은 기회가 있

습니다.

미국 연방조달시장의 진출방안에 관해서는 그동안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에서 관련된 책자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자

료들에서는 우리 기업의 진출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할 준거법령

인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가 부재하였으며, 이를 보완하여 미 연방정부의 조달제도에 대한 이해

를 높이기 위해 본 해설서를 기획·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해설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조달 제도와 관련한 국

내 최고의 싱크탱크인 한국조달연구원의 연구를 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본 해설서는 연방조달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최

대한 담아내기 위해서, 연방조달규정의 주요내용을 단순히 번역한 것 뿐만

아니라 진출 기업의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별로 재정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자격, 연방정부의 발주절차, 계약유형, 권리

구제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별 해석례 등을 적절히 소

개함으로써 연방조달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애를 썼습니다.

본 해설서가 미국 연방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중소기업에 미력

이나마 도움이 되어 유·무형의 많은 성과가 창출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청에서는 다양한 지원 시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

출을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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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제1절 연방조달관련 법제의 역사 

미국의 연방차원에서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연방조달규

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이다. 이 법이 정립된 역사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1) 우선 1940년대 초의 연방조달시스템은 대부분 남북전쟁시기로부터 형성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후에 1947년의 국방조달법(Armed Services Procurement Act)과 1949

년의 연방재산 및 행정서비스법(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들 법률을 근거로 행정입법도 제정되었다. 국방부에서 제정한 국방

조달규칙(Armed Services Procurement Regulations: ASPR)2)과, 총무처(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에 의해서 제정된 연방조달규정(Federal Procurement Regulations, 

FPR)이 그것이다. 이처럼 정부조달계약법 시스템이 국방조달과 일반공공조달로 나뉘어서 

규율되고 있었던 것이 1970년대 초까지의 연방정부조달계약법제의 특징이었다.3)  

그런데 이처럼 연방정부조달법제를 규율하는 법률이 국방조달과 일반공공조달로 나뉘

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이루어졌고, 양자의 법제를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

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1984년 시행된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에 의해 행정입법 차원에서 양자가 통합되었고, 1978년의 계약분쟁법

(Contract Dispute Act)과 1994년의 연방조달간소화법(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FASA)에 의해 법률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4) 

1988년에는 연방조달정책재수권법(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Reauthorization 

Act)에 의해 연방조달규제위원회(Federal Acquisition Regulatory Council)가 설립되었

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업무를 담당한다. 각 행정청의 개별적인 조달

규정들을 승인하는 업무, 조달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문서사용을 감소시키는 업무, 각 행

정청의 조달관련규제를 완화하는 업무가 그것이다.5) 

1) 미국 연방조달규정(FAR)의 제정역사와 관련해서 자세히는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의 체계와 방

법론, 박영사, 2005 및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경인출판사, 2007, 276-278쪽 참조.

2) 이는 후에 ‘Defense Acquisition Regulations’(DAR)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3) Keyes, W. Noel, Government Contracts(4th ed.), West, 2004, p. 1 참조. 

4)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217면 참조. Keyes, W. Noel, 

Government Contracts(4th ed.), West, 2004, p. 1-5 참조.

5) 연방조달규정(FAR)의 적용을 위해 각 행정청이 각종의 행정입법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고 할 수 있다.  Keyes,  W. Noel, Government Contracts(3rd ed.), West, St. Paul, Minn. 2000, p.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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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의 연방조달간소화법(FASA)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상업적인 

물품의 조달계약을 다루면서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이 물품의 

조달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통일상법전은 州법이라는 점, 계약체결

전의 절차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그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태도는 나

중에 변화하게 되어 시장가격(commercial price)으로 물품을 조달하는 것도 허용하게 되

었고, 단순화된 조달절차(simplified purchase procedure)도 도입하게 되었다.6)

6) Keyes, W. Noel, Government Contracts(4th ed.), West, 2004, p. XXV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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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방조달관련 법제의 개요 

1. 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연방조달간소화법(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FASA)은 연방조달절차를 

단순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해서 1994년에 제정되었다. FASA는 정부의 크기를 줄일 필요

가 있고, 관료적 형식주의가 조달절차를 매우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대한 비판

이 이루어지면서 제정되었다. 

FASA는 예를 들어 연방정부들이 상용물품의 사용을 극대화하고, 각 기관 고유의 규

격이나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방부가 

모든 지형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발을 조달하려고 할 경우에는 국방부 고유의 규격을 사

용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민수시장에서 이를 찾아야 한다. 

또한 FASA는 추가무료제품제공이나 대량구매 등을 통해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이상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이 외

에 FASA의 다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쟁자가 존재하는 시장에 대해서 3,000불과 100,000불 사이의 

구매는 원칙적으로 소기업에게 발주한다(연간연방조달 계약건수의 90% 이상이 100,000

불 이하이다). 3,000불 이하의 소액구매(micro purchase)에 대해서는 소기업 구매의무조

항이나 미국산제품구매법(Buy American Act)이 적용되지 않는다. 낙찰이 이루어진 후 3

일 이내에 낙찰에서 탈락한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2. Federal Acquisition Reform Act 

1996년에 제정된 연방조달개혁법(Federal Acquisition Reform Act: FARA)은 Clinger-Cohen 

Act로도 불리운다. 이 법은 1994년에 제정된 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을 

확대한 것으로서, 상용물품의 우선구매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간소화된 조달절차에 적

용되는 연방조달규정(FAR)의 조항 개수를 줄이고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에 조

달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개혁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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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petition in Contracting Act 

1984년에 제정된 ‘계약에서의 경쟁법’(Competition in Contracting Act: CICA)은 계

약체결절차와 관련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정부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서 “전적인 공개경쟁”(full and open competition)을 해야 한다는 점을 규

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적격성이 있는 공급자들이 정부계약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공무원은 기존에 좋은 거래관계를 가졌던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 부분은 일반 상거

래상의 계약관계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전적인 공개경쟁”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사유는 다

음과 같다. 

   - 오직 한 사업자만이 발주청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전쟁과 같이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국가 긴급상황에서 필수적인 제품이나 설비가 필요로 하는 경우

   - 미국과 다른 외국이 체결한 국제협정이 계약의 조건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는 경우

   -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과 같은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 

   - 정부의 조달수요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 “전적인 공개경쟁”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이 법은 간소화된 조달절차(simplified acquisition process)나 100,000불 이하의 구

매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8(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기업에 대해서도 

위 법과는 다른 경쟁요건이 적용된다.  

4. Buy American Act 

미국산제품구매법(Buy American Act)은 연방정부가 미국산제품을 우선구매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미국산으로 인정된다. 

   - 생산되지 않은 최종소비재의 경우에는 그것이 미국에서 채굴하거나 수확한 것이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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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4조 (a)요건 본조의 (c)항에서부터 (g)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치안부

에 할당된 펀드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가능해진 펀드는, 만약 해당 제품이 미국 내에

서 재배되거나, 가공되거나, 재사용되거나, 생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b)항에 규정된 

제품의 조달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 

(b) 적용되는 제품-(a)항에서 언급한 제품은 만약 그 제품이 직접적으로 미국의 국

내안전이익과 연결될 경우에는 다음 중의 어느 하나를 가리킨다(이하 생략).    

(c) 사용가능성에 대한 예외-(a)항은, 미국 내에서 재배되거나, 가공되거나, 재사용

되거나, 생산된 (b)(1)항의 소재나 제품을 만족스러운 질과 충분한 양으로 미국 시장

가격으로 조달할 수 없다고 국내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FAR 25.104 사용불가능한 제품의 규정에 따라 사용불가능한 것으로 결

   - 생산된 최종소비재의 경우에는 그것이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그 제품의 

구성성분 중의 50% 이상이 미국에서 채굴하거나 수확한 것이어야 한다).

미국산제품구매법이 적용되지 않은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외에서 사용되는 제품인 경우 

   - 국내산 제품의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높은 경우(발주청이 다르게 판단하지 않는 한, 

소기업의 경우 국내기업이 제시한 최저가격이 외국기업이 제시한 최저가격보다 

6% 이상 높은 때, 대기업의 경우에는 12% 높은 때에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 상용물품에 해당하는 정보기술

   - 미국산제품구매법에 따르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미국 내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정도의 양으로 채굴되거나, 수확되거나, 생산되는 

제품이 아닌 경우 

   - 재판매(commissary resale)를 위해서 특별히 제품을 구매한 경우 

소액구매(3,000불)에 대해서는 미국산제품구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방부와 NASA

는 미국산제품구매법을 특정한 조달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목록은 이들 기관들의 FAR Supplement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9년의 미국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에도 

다음과 같은 미국제품구매조항이 들어갔다.7) 

7) 이하의 20009년 미국 경기부양법의 내용에 관해 자세히는 권오승 외, 미국의 경제위기극복 및 경제활성화 법제연구

-2009년 경기부양법(ARRA)을 중심으로- , 법제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2009.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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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물질이나 이것으로 만들어진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 최소 예외-(a)항에도 불구하고 위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소재의 총 가액이 최

종제품의 총가액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품의 공급을 허용할 수 있

다.

(e) 미국 밖에서의 특정조달에 대한 예외-(a)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외국영해에서 선박에 의한 조달 

 (2) 긴급조달 

(f) 소액구매에 대한 예외-(a)항은 United Sates Code section 2304(g)of title 10

에 정해진 상한선 이하의 단순한 조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g) 상업제품의 조달에 대한 주계약과 2차 계약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조항은 

Federal Procurement Policy Act의 section 34에도 불구하고 상업제품

(commercial item)의 조달에 대한 주계약과 2차 계약에 적용된다. 단 (b)(1)(C) 및 

(b)(1)(D)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에서 “상업적”(commercial)은 FAR Part 2에 정의

된 바에 의한다. 

(h) 지리적 적용범위-이 조항에서 “미국”이라 함은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도 포

함한다. 

(i) 특정의 예외가 적용될 때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지를 해야 함-(b)(1)항

에 규정된 제품의 조달을 위한 계약에 있어서 국내치안부 장관이 계약과 관련해서 

(c)항에 규정된 예외를 적용할 경우에는 장관은 계약을 체결한 후 7일 이내에 예외

가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GSA 홈페이지(FedBizOps.gov)에 공지해야 한다.

(j) 생략 

(k) 국제조약과의 부합-본 조항은 국제조약상 미국이 지고 있는 의무와 부합하는 방

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제1605조 미국산 철강 및 관련제품의 사용 

(a) 이 법에 의해서 예산이나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게 된 자금은, 해당 프로젝트에 

사용된 철강이나 관련제품이 미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면 공공건물이나 공공시설

물의 건설, 변경, 유지, 또는 보수 등의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b) (a)항은 연방부처나 연방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a)항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철강이나 관련된 제품이 충분하도록 합리적으로 사용가능한 양, 그리고 만족할 

만한 품질로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

 3. 미국산 철강 및 관련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전체 비용을 25% 넘게 상승시키는 

경우

(c) 연방부처나 연방기관의 장이 (b)항을 근거로 하여 (a)항의 적용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부처나 기관의 장은 왜 (a)항의 적용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문서화된 정당화사유를 연방관보에 공표해야 한

다.  

(d) 본 조항은 국제조약상 미국이 지고 있는 의무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Buy American 조항은 2009년도의 정부조달분야의 가장 중요한 조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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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신중하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경제가 보호무역주

의로 회귀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8)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인 태도는 유럽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주요한 양자간 무역상대국인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과 정부

조달분야시장에 있어서 자유무역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9) 

그러나 미국은 전통적으로 정부조달시장에 있어서 시장개방(openness)보다는 상호호

혜(reciprocity)를 강조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연방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과 인도와 같은 국가들

은 ARRA 2009하에서 훨씬 기회가 커진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과 무역협

정을 체결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10)  

5. Truth in Negotiation Act 

‘협상에서의 진실법’(Truth in Negotiation Act: TINA)은 흠이 있는 가격이나 비용정

보를 제공하는 부정직한 계약자들로부터 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계약상대자들은 

그들의 제안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용과 가격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비용과 가

격정보’(cost and pricing data)라고 할 때에는 과거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는 미래의 비용과 이미 발생한 비용의 적절성을 담보하는 사실과 정보를 말

한다. ‘비용과 가격정보’의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판매회사의 견적서(vendor quotations) 

   - 비용의 경향(cost trends) 

   -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관한 정보(예를 들어 제품생산방법의 변경을 들 수 

있다)

   - 리스나 구매 결정 

   - 제시된 사업비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 

8) Schooner, Steven/Yukins, Chris, Tempering 'Buy American' in the Recovery Act - Steering Clear of a Trade 

War, Government Contractor, Vol. 51, No. 10, 2009(http://ssrn.com/abstract=1358624), p. 1 참조. 

9)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munication for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Council - A 

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 Brussels, 26.11.2008 COM(2008) 800 final 참조. 

10) Schooner, Steven/Yukins, Chris, Tempering 'Buy American' in the Recovery Act - Steering Clear of a 

Trade War, Government Contractor, Vol. 51, No. 10, 2009(http://ssrn.com/abstract=1358624), p.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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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A는 650,000불을 넘는 계약에 적용된다. 또한 100,000불을 넘는 계약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negotiated contract)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계약상대

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비용과 가격정보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면제받는다. 

   - 비용과 가격정보가 간소화된 조달절차의 적용기준인 100,000불 이하인 조달과 관

련되는 경우 

   - 합의된 가격이 적절한 가격경쟁에 기반했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 가격이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경우 

   - 상용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 비용과 가격정보자료 제공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발주청의 장은 비용과 가격정보자료 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예외적인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제결정의 사유는 서면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기존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비용과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발주청의 장이 이러한 

정보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면제가 허용될 수 있다. 

TINA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contractor)와 하수급인(subcontractor)

은 그들이 제공한 자료가 그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것이고, 정확하고, 완전하

다’(current, accurate and complete)는 점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certify). 이러한 확

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계약상대방의 가격설정에 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6. Service Contract Act

서비스계약법(Service Contract Act: SCA)은 계약상대자가 그들의 근로자들에게 공

정하고도 적절하게 보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이는 보통 2,500불을 넘는 

서비스와 관련한 연방계약과 하도급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서비스 계약은 최저임

금, 부가혜택, 안전과 보건기준, 근로자의 분류와 임금지급률 등에 관한 필수적인 규정들

을 담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이 SCA의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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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 택시, 그리고 구급차 

   - 포장과 보관 

   - 경비, 가사 도우미 서비스 

   - 음식 및 숙박제공 

   - 세탁서비스

   - 수리 및 유지

   - 자료수집, 가공, 그리고 분석

SCA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공공건물의 건축 또는 수리와 관련한 계약 

   - 화물 및 여객운송과 관련한 계약 

   - 1934년의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Act)의 적용을 받는 계약(라디오, 전화, 

유선방송 등)

   - 공익산업(public utilities) 서비스와 관련한 계약 

   - 연방정부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계약

   - 미국 우편국(U.S. Postal Service)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계약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임금지급률과 부가혜택과 관련하여 정의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Labor Standards Act)에서 규정하고 있다. 모든 연방계

약은 이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SCA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FAR 22.10을 참조

하면 된다. 

7. Freedom of Information Act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은 사업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FOIA는 연방정부의 구매경향과 기존의 계약관련정보를 얻

는 데에 유익하다. 이를 통해 경쟁회사가 기존 정부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제안을 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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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FOIA는 연방정부가 수집하고, 창설하고, 유지하는 정보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을 가

능토록 하기 위해서 1967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정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을 근본

적으로 변경시켰다. 이 법의 제정 이전에는 개인이 정보공개를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 연방정보를 개인이 요청하는 것과 관련

한 법률상 가이드라인이나 절차가 부재했다. 또한 이러한 정보공개가 거부되었을 때 권

리구제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FOIA가 제정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변화되었다. 정보공개에 대한 입증책임

이 개인으로부터 정부에게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은 “알아야 할 필요성”을 입증

할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정부는 정보공개를 부인하는 근거를 제시

해야 한다. 

각 연방기관들은 FOIA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시민들은 연

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비공개사유가 존재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국가안보나 외교정책을 이유로 기밀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오직 연방기관의 내부적인 인사규칙이나 실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항   

   - 법률에 의해서 정보공개의무로부터 면제된 사항 

   - 정부가 입수한 통상기밀이나 상업적 또는 재정적 정보 

   - 연방정부의 결정절차와 관련한 내부적인 각서(memoranda)

   - 사적인 또는 의료와 관련된 파일

   - 법집행목적으로 축적한 조사정보

   - 지도와 같은 지리적인 데이터 

FOIA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에는 FOIA Officer에게 서면으로 청구를 해야 

한다. FOIA Officer과 컨택을 하기 위해서는 www.info.gov 를 참고하면 된다.  FOIA Officer

에게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는 서면을 보낼 때에는 표지에 “Freedom of Information 

Act Request”라고 적으면 된다. 그리고 요청하는 서면의 내용을 적시해야 하는데, 가능

한 한 자세하게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I would like the names of small 

businesses that were awarded contracts within the past six month for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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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envelopes”(지난 6개월 동안 5×12 규격의 흰 봉투를 납품한 소기업업체의 명단

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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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방조달규정(FAR)의 개요 

1. FAR 

연방조달관련 법제 중에서도 연방조달규정(FAR)은 연방조달과 관련한 바이블이라고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크다. FAR은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의 합동

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600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FAR은 크게 53개 파트(Part)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공공조달의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 첫 6개 파트는 계약일반사항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의 6개 

파트는 조달계획(acquisition planning)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Part 13은 간소화

된 조달절차(simplified acquisition procedure)를 다루고 있으며, Part 14에서 Part 17

까지는 100,000달러가 넘는 계약에 대한 입찰 절차를 다루고 있다. Part 19에서 Part 

26까지는 소기업과 관련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 나머지 파트는 노동법, 계약이행, 표준

계약서 내용을 담고 있다. FAR의 넘버링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FAR 29.401-1(a)(1)를 예를 들어 본다면 굵은 글씨의 각 숫자는 다음을 나타낸다. 

FAR 29.401-1(a)(1) → Part 

FAR 29.401-1(a)(1) → Subpart

FAR 29.401-1(a)(1) → Section 

FAR 29.401-1(a)(1) → Subsection

FAR 29.401-1(a)(1) → Paragraph

FAR 29.401-1(a)(1) → Subparagraph

위에서 예로 든 Part 29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PART 29         TAXES 

SUBPART 29.4   CONTRACT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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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1            DOMESTIC CONTRACTS 

29.401-1         Indefinite-delivery contracts for leased equipment 

2. FAC

FAR에 대한 개정내용은 Federal Acquisition Circular (FACs)의 형식으로 발간된다. 

FAR의 개정은 의회의 결정이나 대통령의 명령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서 

GSA, 국방부, NASA는 이러한 Circular를 발간할 책임을 지게 된다. FACs는 매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실리게 된다. Federal Register는 의회의 정부의 입법사항을 

공표하는 공식적인 출간물이다. 

FAC는 순서대로 발간이 되는데 FAC의 넘버링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FAC 05-05를 

예를 들어 본다면 앞의 05는 2005년도 FAR에 대한 개정사항임을 나타낸다. 뒤의 05는 

2005년도 FAR에 대한 다섯 번째 개정사항임을 나타낸다. FAC 05-05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개념정의를 변경한 내용이었다. FAC의 최근 내용을 업데이트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FAR를 인터넷(https://www.acquisition.gov/Far/)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다.

3. 각 기관별 보완규정 

각 연방기관들은 의회에 의해서 FAR에 대한 보완규칙(supplement)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들 보완규정은 특정의 연방기관에게만 적용되는 정책과 절차들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국방부의 FAR 보완규정(Department of Defense FAR Supplements: 

DFARS)는 군수물품조달에 특유한 절차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보완규칙에 담긴 내용들은 FAR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각 연방

기관은 특정한 기관을 다루는 추가적인 가이드라인만을 규정할 수 있다. 각 연방기관이 

FAR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규율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명령(congressional order)

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gency: FAA)은 간소화된 조달경

영시스템(simplified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AMS)을 창설하기 위한 목적으

로 FAR과 다른 규정을 두는 것을 의회로부터 허용받은 바 있다.

현재 23개가 넘은 연방정부들이 FAR에 대한 보완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

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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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ARS-Department of Defense 

 HHSAR-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GAR-Department of Agriculture 

 GSAR-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AIDAR-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들 supplements들의 리스트는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8에서 

찾아볼 수 있다. CFR의 내용은 http://www.gpoaccess.gov/cfr/index.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 15 -

제2장 계약상대자의 자격 

제1절 소기업에 대한 발주 

1. 소기업에 대한 발주목표 

의회는 연방계약과 하도급계약을 소기업에게 발주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목표를 설

정한다. 이는 정부가 매년마다 계약에 사용하는 금원의 일정비율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한국의 중소기업청에 해당함)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www.sba.gov).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의회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총 연방정부계약 

액수의 23%를 소기업에 할당한다. 이 23%중에서 5%는 취약계층소기업(Small disadvantaged 

Business: SDB)에, 5%는 여성소기업(women-owned business: WOBs)에, 3%는 저개

발지역(HUBZone) 소기업에, 3%는 퇴역군인소기업(veteran-owned business)에 배정했다.

소기업청은 각 연방기관과 함께 소기업에 대한 발주계획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한다. 

이 계획은 위 목표보다 조금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이는 각 기관이 구매하는 제품

과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소기업청은 각 기관이 이러한 목표

를 실제로 달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다. 각 연방기관들은 목표달성여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의회로 보내져서 심사를 받기 때문이다. 

2. 소기업인정의 기준 

소기업청은 연방정부의 관점에서 어느 기업을 소기업으로 볼 것인지를 정의하는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소기업청은 산업별로 ‘규모기준“(size standard)을 발표한다. 이 규모

기준은 근로자의 숫자, 연매출액, 자산규모 등을 포함한다. 소기업청은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NAICS)을 사용한다. NAICS는 기존의 US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SIC)을 대체한 것이다. SIC이 무엇을 생산하는가에 초점을 맞

춘 분류였다면, NAICS는 물품 및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다시 말해 NAICS는 좀 더 과정지향적(process-oriented)이라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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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다. 

소기업청이 소기업에게 건설용역과 관련한 입찰공고를 내려고 하고, 귀하의 기업이 입

찰참가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고 가정해보자. 종합건설업자로서, 귀하의 기업

의 NAICS Code는 “236210”이다. 

23 → Construction

236 → Construction of Buildings 

2362 → Non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23621 → Industrial Building Construction

236210 → Industrial Building Construction

NAICS와 관련한 소기업청의 규모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www.census.gov/naics

를 참조하면 된다. 

위의 경우에 지난 3년간 연평균 2,830만 달러 이하의 수익을 냈으면 위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다. 소기업청은 매년 소기업규모에 대해서 결정한다.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700

만 달러가 기준이며, 군수시설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2,300만 달러가 기준이다. 때

로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비행기 제조업의 경우에는 1,500명이 

기준이다.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자신이 소기업에 해당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계약담당

자는 입찰참가인이 제시한 증명서를 받아들이거나, 소기업청에게 해당기업의 규모에 대

해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소기업간 경쟁입찰에서 낙찰에 실패한 기업은 다음

과 같은 사유로 낙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낙찰을 받은 소기업이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

   - 대기업이 이 소기업을 인수하기로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

만약에 이러한 증명이 거짓이라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낙찰에서 

탈락한 기업의 이의신청은 낙찰자가 공지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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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이행능력증명

소기업청은 계약이행능력증명(Certificate of Competence: COC)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저가로 입찰을 하였으나, 계약공무원이 당해 기업의 계약이행

능력에 의문을 갖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 어떤 기업이 최저가로 입찰을 하였으나, 계약공무원이 당해기업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경우에 계약공무원은 15일 동안 계약낙찰을 유보할 수 있다. 

계약공무원은 당해 기업이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관할 소기업청

에 통보를 한다. 

   - 소기업청은 계약공무원이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당해 기업에게 고지하

고, 계약이행능력증명(COC)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 당해 기업이 계약이행능력증명을 신청하게 되면, 소기업청의 담당책임자는 당해 기

업을 방문해서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 관할 소기업청장은 계약이행능력증명을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 관할 소기업청장이 계약이행능력증명을 발급할 경우에는 보통 계약공무원은 당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소기업 할당제도(Small Business Set-Aside)

소기업 할당제도에 관해서는 FAR Subpart 19.5에서 규정하고 있다. 3,000불과 

100,000불 사이의 모든 조달은 법에 의해서 소기업에 할당되며, 소기업이 합리적인 가격

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기업에 할당할 수 있다. 소기업 할당

제도는 정부조달 중 적정한 비율이 소기업에 할당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계약공무원은 

소기업에 할당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소기업 할당제도는 

간소조달절차, 봉함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최소 둘 이상의 경쟁자 원칙’(rule of two)은 3,000불 이상의 조달의 경우에는 다음

의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기업만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한다. 

   - 최소한 둘 이상의 적격성이 있는 소기업이 입찰에 참가할 것



- 18 -

   - 낙찰이 적정한 시장가격에 이루어질 것 

만약 계약공무원이 적절한 입찰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소기업에 제

한하지 않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부분할당제도(partial set-aside)는 계약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소기업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다음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 전적인 할당제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화성의 대기에 관한 연구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복잡한 시설을 요청하는 계약이므로 소기업이 담당하

기에는 힘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분리하

여 소기업이 할당할 수 있다).

   - 경제적인 제품생산주기로 볼 때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

이 가능한 경우 

   - 하나 이상의 소기업이 소기업에 할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능력과 생산능력

을 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우

전체조달의 일부분을 소기업에 할당하기 위해서, 계약공무원은 소기업 할당부분과 비

할당부분(소기업과 대기업 구분 없이 경쟁하는 부분)을 구분한다. 비할당부분은 일반적인 

계약절차에 따라서 낙찰한다. 비할당부분에 대한 낙찰이 끝난 다음에, 계약공무원은 소기

업 할당부분에 대해서 적격성이 있는 소기업들과 협상을 하게 된다. 부분할당제도에서는 

봉함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분야할당제도(class set-aside)는 특정한 분야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기업에 할당하

는 제도이다. 계약공무원은 문구류에 대해서 분야할당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예

를 들어 특정사무소를 위해서 샤프펜슬을 조달할 때에는 소기업에게만 발주할 수 있다.

5. 최소 둘 이상의 소기업간의 경쟁원칙 

  

‘최소 둘 이상의 소기업간의 경쟁원칙’(rule of two)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

겠다. 우리나라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서 Delex 

Systems社와 관련해서 내린 사건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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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x Systems社는 Training Service Center (TSC)와 관련하여 해군의 다수공급자

계약(multiple-award IDIQ contract)에 참여하고 있었다. TSC는 해군병사들의 시뮬레이

션 훈련 등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다. 해군은 TSC와 관련해서 8개 회사와 다수공급자계

약을 체결했다. 이 중 4개사가 소기업이었고, 나머지 4개사가 대기업이었다. 8개사 모두 

TSC와 관련해서 훈련교관, 훈련시스템, 관련 기술장비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

고 있었다. 그리고 이 다수공급자계약 내에는 발주청이 자발적으로 소기업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일반비행훈련제품(general aviation training products)이었다. 이 

제품에 대해서 5년 동안 이행을 하는 조건이었고, 추정가격은 약 7,300만불이었다. 이에 

관해 해군은 처음에는 소기업제품 우선구매규정을 적용하여 RFP(request for proposal)

를 공고하였다. 이 공고에 따르면 해군의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고 있는 4개의 소기업

이 모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공고가 나간 직후에 소기업청(SBA)는 북미산업분류시스템(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s) 기준하에서의 규제요건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해군

의 계약공무원들은 4개의 소기업들에게 자신이 ‘위 변경된 요건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밝힐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변경된 기준에 따라 2개 회사만이 소기업요건

을 충족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Delex Systems社도 포함되었다. 

그런데 해군은 소기업우선구매를 적용하려던 정책을 변경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

하고 있는 8개 회사 전부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해군이 이렇게 입장을 변경하

게 된 것은 ‘최소 둘 이상의 소기업간의 경쟁’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였다.

발주청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입찰에 참가가능한 회사의 숫자가 줄

어들게 되어 1개 회사 이상 입찰에 참가하게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 ② 같은 

종류의 예전 입찰에 대해서 8개 회사에게 입찰기회를 제공한 바 있으나 이 중에서 2개 

회사만 입찰제안서를 낸 바 있고, 이번 입찰에 관해서는 이 2개 회사 중에서도 1개 회사

만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 ③ 추정가격이 7,500만불에 이르는 큰 사업이고 입찰규

격이 복잡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처럼 발주청이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Delex Systems社는 해당발주청

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에 따라 GAO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이

11) Delex Sys., Inc., Comp. Gen. B-400403 Oct. 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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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에서 Delex Systems社는 발주청은 소기업간 경쟁을 했어야 타당하다고 주장

했다. 또한  ‘최소 둘 이상의 소기업간의 경쟁’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 발주

청의 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발주청인 해군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FAR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둘 이상의 소기업간의 경쟁원칙’(Rule of the Two)은 이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

는다고 주장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 진입단계에서만 이 요건이 적용되고, 

일단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실제 구매(order)가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이 요건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GAO는 Delex Systems社의 주장이 GAO의 기존판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

장했다. 즉 GAO는 Department of the Army - Request for Modification of Recommendatio

n12)에서는 ‘계약에서의 경쟁법’(Competition in Contracting Act: CICA)에 따라 소기업

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전적이고 공개적인 경쟁”(full and open competition)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GAO는 ‘최소 둘 이상의 소기업간의 경쟁원칙’을 이 사건에서 적정하게 적용했

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의 경우에 소기업간 경쟁을 해서는 공급을 할 수 있는 최소 2개 

회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GAO는 소기업청(SBA)에 의견회신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소기

업청은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 진입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단 다수공급자계

약을 체결한 이후에 실제 구매(order)가 들어가는 단계에서도  ‘최소 둘 이상의 소기업간

의 경쟁’요건이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 발주청은 이 요건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잘못 판단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GAO는 이러한 소기업청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신청

을 인용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다.13) 

12) Comp. Gen. B-290682.2, Jan. 9, 2003. 

13) 이에 관해 자세히는 Feldman, Steven W., et al., Contract Dispute or Bid Protest? The Delex Systems 

Dilemma, Public Contract Law Journal Vol. 38, No 3, Spring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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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기업 우선구매 프로그램 

1. 취약계층 소기업(Small Disadvantaged Business) 프로그램 

(1) 취약계층 소기업의 개념 

 취약계층 소기업(Small Disadvantaged Business: SDB)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

사의 최소 51%이상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의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함은 인종적, 민족적으로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계층을 말한

다. 아시아계, 흑인, 히스패닉, 원주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이라고 함

은 자본 등의 부족으로 인해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쟁을 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계

층을 의미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인 재정상태, 회사의 재정상

태, 자본에의 접근, 같은 분야의 다른 회사와의 비교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장애인이나 

여성의 경우에 취약계층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2) 입찰평가시 우선권부여 제도 

1994년의 연방조달간소화법은 일반경쟁입찰에서 취약계층 소기업(SDB)이 입찰을 한 

경우에 연방정부가 ‘입찰평가 시 우선권부여’(evaluation preference)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취약계층 소기업이 경쟁기업에 비해서 높은 가격으

로 입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입찰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일반기업보다 우선권을 부

여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 소기업에 낙찰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5%의 

연방정부 계약을 취약계층 소기업에 배당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할당의 경우에도 ‘최소 둘 이상의 경쟁원칙’의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입찰평가 시 우선권부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계약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취

득한 증명서(1명 또는 그 이상의 취약계층의 사람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평가 시 우선권부여’제도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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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소기업을 위해 100% 할당된 경우 

   - 소기업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할당된 경우 

   - 8(a) 프로그램이나 유휴노동인력지역(labor surplus area)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경우 

   - 100,000불 이하의 간소화조달의 적용을 받는 경우 

   - US 통상협정법(Trade Agreement Act)이나 외국정부와의 다른 협정의 적용을 받

는 경우

   - 특정한 산업분야(건축, 설계 및 엔지니어링, 비핵(non-nuclear) 선박보수, 쓰레기 

처리 서비스) 와 관련된 경우   

예를 들어 일반기업이 475,000불에 입찰하고, 취약계층 소기업이 500,000불에 입찰

했다고 하자. 그리고 낙찰은 오직 가격요소를 가지고만 결정되는 경우라고 하자. 이 경우

에 취약계층의 입찰참가액인 500,000불의 10%에 해당하는 50,000불을 일반기업의 입찰

액에 더한다. 이 경우 일반기업의 입찰액은 최종적으로 525,000불이 되고, 취약계층 소

기업의 입찰액은 그래도 500,000불이 된다. 결과적으로 취약계층 소기업의 입찰액이 낮

은 셈이 되고 이때는 취약계층 소기업에게 낙찰을 할 수 있다. 

2. 8(a) 프로그램 

(1) 개요 

8(a) 사업개발 프로그램(Business Development Program)은 연방정부로 하여금 계약

금액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3,000,000불 이하인 경우, 물품에 대해서는 5,000,000불인 

경우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의 사람이 소유한 기업과 계약(수의계약 포함)을 체

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기업청(SBA)이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

다. 현재 4,000개가 넘는 기업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고 있다. 

8(a)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소기업은 최소한 51%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의 사람이 소유한 기업이어야 한다. 흑인, 히스패닉, 

원주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이 있으면 8(a)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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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2) 신청자격 

 

8(a)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기업은 세금납부실적 등 최소한 2년 동안 영업실적이 있어

야 한다. 이러한 최소 2년간의 영업실적요건은 다음의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면제될 수 있다.

 

   - 적격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소유자가 충분한 경영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 경영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업이 증명할 수 있

을 것

   -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이전에 정부나 민간과의 계약에서 성공적인 사업수행실적을 가지고 있을 것

   - 8(a)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경우에 적절한 시기에 계약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프로그램에의 참여와 기간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초기단계(developmental stage)와 

이행단계(transitional stage)가 그것이다. 초기단계에서는 4년 동안 경제적인 취약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소기업청은 프로그램 참여기업이 다음

의 목표들을 달성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 

   - 현존하는 사업기반의 유지 

   - 8(a)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않는 수입의 비중을 증대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함.

 

이행단계는 5년 동안 지속되는데, 참여기업은 이 프로그램을 졸업할 준비를 하게 된

다. 소기업청은 해당기업이 매년마다 8(a)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않는 수입의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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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단계
8(a)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않는 

수입의 비율

1년차 15-25%

2년차 25-35%

3년차 35-45%

4년차 45-55%

5년차 55-75%

점차로 증가시켜나갈 수 있도록 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GSA가 보안서비스와 관련한 계약을 발주하려고 한다고 가정하자. 계약기

간은 2년이고, 추정가격은 200,000불이다. 계약공무원은 이 계약은 8(a) 프로그램의 적

용을 받는 회사에게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소기업청과 연락을 하게 된

다. 계약공무원은 연방정부기관별로 소기업 발주목표가 있기 때문에 8(a) 프로그램 적용

여부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게 된다. 

소기업청은 이 계약을 수행할 적절한 사업자를 물색하게 된다. 6-7개의 회사를 지정

하여 경쟁입찰에 부치게 된다. 여기서 최저가로 입찰한 사업자에게 낙찰을 하게 된다. 소

기업청이 이렇게 사업자를 정하게 되면 소기업청은 그 다음에 원래의 발주청과 가격협상

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 다음에 소기업청은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최근

에는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주청이 직접 8(a)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계약이행단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발주청과 사업자가 직접 관계를 

맺게 된다.  

(4) 보고의무 

소기업은 매년마다 당해 기업이 8(a)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 이를 위해 당해 기업은 매년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한다. 

   - 당해 기업이 8(a) 프로그램의 적격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 

   - 8(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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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명

   - 회사의 소유자, 직원 등에게 지급된 보수, 보상 등의 기록 

   - 세금관련 자료 

   - 소기업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정보들 

당해 기업이 위와 같은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소기업청은 8(a) 프로그램의 해지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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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하도급

1. 개요 

많은 소기업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연방정부계약시장에 참여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연방정부가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원도급계약

(prime contract)이라고 하고, 원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서 다시 다른 기업을 체결할 경우에 하도급계약(subcontract)이라고 한다. 하도급계약은 

연방정부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주요한 원도급계약자로는 Lockheed 

Martin, Northrop Grumman, Cisco, General Dynamics, Westinghouse 등을 들 수 있다. 

소기업청은 소기업들을 원도급계약자들에게 소개해줌으로써 소기업들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도급계약은 원도급계약에 못지않

은 규모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도에 국방부의 원도급계약자들은 850억불을 

하도급했는데 이 중에서 37%에 해당하는 320억불에 대해서 낙찰이 이루어졌다. 

하도급계약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원도급계약자를 통해서만 이익을 취득할 수 있

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턴키계약이다. 건설계약의 많은 부분이 턴

키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이 경우에는 원도급계약자가 책임지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턴키계약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은 연방조달시장 진출방법이 

된다. 

소기업청은 550,000불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대기업(건설의 경우에는 1,000,000

불)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소기업에 하는 것에 관해서 계획과 목표를 세우도록 요청한다. 

이를 통해 연방계약을 통해 나오는 돈이 소기업에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러한 하도급계획에는 하도급을 할 전체 액수, 소기업에게 몇 %를 하도급할 것인지에 대

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어떤 물품과 서비스를 하도급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만약 원도급계약자가 소기업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제시하지 않거나, 이와 관련하여 소

기업과 협상을 하는 데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원도급계약의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상실하

게 된다. 계약공무원은 소기업에 대한 하도급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성공보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다. 주요한 하도급기회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계약공무원은 가

능성 있는 하도급계약자의 이름과 주소를 FedBizOpps에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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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에서의 계약상대자의 선택

원도급계약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하도급계약의 상대자를 선택하게 된다. 

   - 사업자의 물품과 서비스가 계약조건을 충족하는 정도 

   -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가 하는 점 

   - 사업자의 규모와 사회경제적 지위

   - 사업자의 물품과 서비스가 기술적인 우위가 있는지 여부 

원도급계약자들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연방정부와 체결한 원도급계

약에서 하도급과 관련해서 정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도급의 계약상대

자도 조달관련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원도급계약의 입찰공고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하도급계약의 상대자는 연방정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정부

와의 관계에서 ‘계약의 직접상대방’(privity of contract)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지는 못

하다. 따라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한다. 

사업자들은 원도급계약의 입찰공고의 과정에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원도급

계약입찰 참가자가 아직 낙찰을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도급과 관련한 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원도급계약자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

면 원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평가

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많은 연방기관들은 하도급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를 지니는 550,000불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대기업(건설의 경우에는 1,000,000불)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방부의 이와 관련된 정보는 www.acq.osd.mil/osbp/doing_business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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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다수공급자계약(GSA 스케줄) 

1. Federal Acquisition Service (FAS) 

Federal Acquisition Service(FAS)은 GSA 소속의 기관으로서 GSA 스케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FAR Part 8에서 규율하고 있다. GSA 스케줄은 상용물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보통 3년의 기간) 물품과 서비스를 일정한 가격으로 제

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서비스나 물품의 구매량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

(indefinite-delivery/indefinite quantity: IDIQ)이 특징이다. 

FAS는 현재 62개 분야의 스케줄 계약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는 가구, 사무

실집기, 정보통신기술, 금융서비스, 여행 및 운송서비스 등 다양하다. GSA의 스케줄 계

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negotiated procurement procedure)에 의해서 낙찰이 이루

어진다.

스케줄 계약이 FAS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 이 계약은 분류코드를 부여받고 GSA 스

케줄이라고 불리는 목록에 기재된다. 각 GSA 스케줄은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다룬

다. 예를 들어 스케줄 그룹 76번은 책, 팜플렛, 지도 등을 포함하여 출판을 다룬다.

각 GSA 스케줄은 해당 물품과 서비스, 적격성이 있는 계약상대자, 이들의 연락처, 조

건, 가격, 최소주문량과 최대주문량 등 수요기관의 주문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 연

방기관의 계약공무원들은 GSA 스케줄에 등록된 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많은 

경우에 연방기관들은 GSA 스케줄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2. GSA 스케줄의 장점 

GSA 스케줄의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 방대한 연방기관들에게 사업자의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최소 1년부터 최장 

5년까지 제공할 수 있다.

   - 스케줄 등록사업자는 연방기관들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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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로 하여금 대규모 구매에 따른 가격절감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 주와 지방정부들도 스케줄 70번(정보통신기술)으로부터 구매를 하는 것이 가능하

다. 더 나아가 일부 원도급계약상대자(prime contractor)도 GSA 스케줄로부터 구

매를 할 수 있다. 

   - GSA 스케줄 등록기업의 80%가 소기업이다.

   - 각 수요기관의 계약공무원들은 별도로 입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FAS가 이미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 계약공무원들은 소기업할당제도의 요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 점에서는 이론적으

로만 보면, 대기업도 소기업과 함께 경쟁할 수 있다. 

   - 스케줄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연방기관은 이 스케줄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한다. 

FAS는 다른 연방기관들도 스케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일정한 의료제품에 대해서 스케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는 군수품과 관련하여 FAS 프로그램이 아닌 

유사한 스케줄계약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약 25개의 주가 그들 자신의 스케줄계약 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다. 

3. MAS 

GSA 스케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multiple award schedule(MAS)이다. 이는 같은 

타입의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목록이다. 각 

계약자들은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격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옵

션 등도 제시할 수 있다. 각 수요기관은 자신의 수요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계약상대자

를 선택할 수 있다. 

MAS 계약등록자들은 정부에게 최소한 상업적 고객에게 제공하는 동등한 가격을 제시

해야 한다. 따라서 MAS 계약에 관한 협상의 목표는 ‘가장 우대를 받는 고객’(most favored 

customer)에게 제공하는 가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계약자들은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할인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일단 스케줄 가격이 승인이 되면, 

이는 GSA 승인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 30 -

MAS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공무원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를 따라야 한다. MAS 

계약이 일단 체결되고 난 다음에는 사업자는 다양한 수요기관에게 제품 카탈로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수요기관은 카탈로그와 MAS를 활용하여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

하게 된다. 계약상대자들은 범정부적인 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수요

기관은 MAS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그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MAS 스케줄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경쟁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 스케줄 등록절차 

(1) GSA 스케줄 등록과 관련한 정보를 먼저 확인하라. 이 정보는 www.gsa.gov/gettingonschedule

에서 구할 수 있다. 

(2) 귀하의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커버하고 있는 GSA 스케줄을 찾으라. 예를 들

어 금융서비스는 520, 사무기기는 711, 자동차 리스는 751,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871, 환경 서비스는 899 등이다. GSA 스케줄의 분야별 목록은 www.gsaelibrary.gsa.gov 

에서 찾을 수 있다.

(3) GSA 스케줄 등록과 관련한 입찰공고를 보기 위해서는 www.fedbizopps.gov를 참

조하라. 

(4) Dun & Bradstreet(D&B) reference check를 획득하라. 이는 각 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상황에 대한 일종의 증명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dnb.com을 참고하라. 

(5)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서류를 준비하라. 각 입찰공고는 서로 다른 요건을 담고 있

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읽어야 한다.  

(6) 경쟁가격을 제시할 준비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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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SA 스케줄 등록 이후

GSA 스케줄 등록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요기관으로부터의 주문이 보장되는 것

은 아니다. 스케줄 등록에 성공했다는 것은 귀하의 기업이 적격성 있는 기업으로 인정되

었고, 귀하의 기업이 제시한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점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의미할 뿐이

다. 따라서 스케줄 등록 이후에 귀하의 기업제품의 ‘가격목록’(price list)를 만들고 이를 

각 수요기관에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GSA는 스케줄 등록기업에게 수요기관의 연락처

를 제공한다. 이를 잘 활용하여 귀하의 기업을 홍보하고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인 GSA Advantage에도 귀하의 기업의 가격목록을 제공해야 한

다. http://vsc.gsa.gov 를 방문하면 된다. 귀사의 홈페이지를 GSA 친화적으로 만들 필요

가 있다. GSA 로고와 귀사의 계약번호 등을 귀사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MarkeTips Magazine을 통해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MarkeTips Magazine는 

110,000개가 넘는 연방기관 및 국방관련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구매관련 잡지이다. 여

기에 광고를 싣는 것은 무료이나, 선착순으로 광고를 받는다. 지면상의 제약으로 GSA 계

약 당 일 년에 두 번 이내로 광고횟수가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http://apps.fas.gsa.gov/pub/marketips.cfm을 참조하라. 

6. MAS와 경쟁원리의 실현14) 

1984년의 경쟁계약법(Competition in Contracting Act: CICA)에서는 MAS(Multiple 

Award Schedule)를 ‘경쟁절차(competitive procedure)’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모든 적격 

사업자에게 공개되어 있어야 하고(participation in the program has been open to all 

responsible resources), ② 이러한 프로그램 하에서의 주문이나 계약이 전반적으로 최

소한의 비용으로 미국정부의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orders and contracts under such 

program result in the lowest overall cost alternative to meet the needs of United 

States)는 요건이 그것이다.15)

14) 이하의 내용은 김대인,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에 있어서 경쟁원리의 실현”, 경쟁법연구 제17권, 한국경쟁법학회, 

2008.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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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쟁계약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방조달규정(FAR)에서는 완전경쟁 하에서 ‘경

쟁절차’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봉함입찰(Sealed 

Bidding), ② 경쟁적 제안(Competitive Proposal), ③ 경쟁방법의 결합(Combination of 

Competitive Procedure), ④ 그 외의 경쟁절차가 그것이다. GSA의 MAS는 ‘그 외의 경

쟁절차’에 속하는데 이를 위해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모든 적격 사업자에게 공개되어 있어야 하고, ② 이러한 프로그램 하에서의 주문이나 계

약이 전반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미국정부의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16)

이상의 두 가지 요건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 FAR은 ‘모든 계약상대방에게 구매의사의 정당한 공고(fair notice of 

the intent to purchase to all contractors)’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정당

한 통지’의 의미가 매우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17)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 보면 GSA 규칙은 MFC(Most Favored Customer)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계약상대방에게 가격과 관련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

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가격’(fair and reasonable price)을 요구하고 있

는 FASA나 FAR의 기준을 넘어선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18)    

경쟁계약법이 이상의 두 가지 요건 하에 MAS를 경쟁절차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는 것

은 다른 말로 하면 MAS는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춘 경쟁절차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

우에는 적법한 MAS로서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 

구매기관이 MAS를 통해 주문을 하면서 ‘스케줄 미등록’(non-schedule) 품목을 주문의 

일부로 포함시킬 때 계약경쟁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감

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과 연방배상청구법원(Court of Federal Claims; 

COFC)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19)이 있다. 감사원은 구매기관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결과로 스케줄 미등록 품목을 주문의 일부로 포함시켜도 계약경쟁법에 위반되

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연방배상청구법원은 스케줄 미등록 품목이 주문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할 경우에는 계약경쟁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15) Robert J. Sherry et al., The Present and Future of MAS Contracting, 27 Pub. Cont. L.J, 369(1998), p. 381 

참조.   

16) FAR 6.102; 41 U.S.C 259(B)(3)(4)

17) Lohnes,  Michael James, Attempting to Spur Competition for Orders Placed Under Multiple Award Task 

Order and MAS Contracts: The Journey to the Unworkable  Section 803, 33 Pub. Cont. L.J, 599(2004), p. 

611 참조.

18) Robert J. Sherry et al., The Present and Future of MAS Contracting, 27 Pub. Cont. L.J, 369(1998), p. 

373-374 참조.

19) Robert J. Sherry et al., op. cit., p. 3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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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를 보면 스케줄 미등록 품목을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계약경쟁

법상의 경쟁요건에 부합한다는 보는 전제하에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케줄 등록 품목을 주문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쟁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

이 나타나고 있다. 즉 1995년에 연방조달간소화법(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FASA)이 제정되면서 2,500불 이상을 MAS를 통해 조달할 경우의 경쟁요건으로 공

급자들에게 ‘정당한 기회’(fair opportunity)를 부여하도록 하였는데, 연방조달간소화법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난 1998년에 GAO와 국방부의 Inspector General(IG)이 실시한 조사

에 의하면 MAS의 비중은 높아졌으나 경쟁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

다. 조사대상이 된 124개의 주문 중에서 66개가 수의계약(sole-source)으로 이루어졌으

며, 이 중에서 단지 8개 정도만이 수의계약기준에 적합한 것이었다는 것이다.20)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FAR의 개정을 통해 계약공무원에게 ‘각 주문에 있어서 특정

물품을 주문하게 된 이유 및 특정가격을 결정하게 된 이유(rational for placement and 

price of each order)’를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게 되었으나[FAR 16.505(b)] 이러한 

FAR의 개정으로 MAS에 있어서 경쟁성 약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

다는 지적이 있다.21)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Acquisition Advisory Panel이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MAS

와 같은 ‘행정기관간의 협력에 의한 계약’(Inter-Agency Contracting)에 대해서 투명성

결핍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계약체결기관과 주문기관이 서로 다른 Interagency 

Contracting의 경우 기관 상호간의 책임과 역할이 제대로 분배됨을 통해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행정 기관간의 협력에 의한 계약’은 그렇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다.22) 이러한 지적을 MAS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에 대입시켜보면 계약체결기관과 주

문기관이 서로 상대방 기관에서 경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서 서로 책임을 회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3) 이러한 최근의 논의는 ‘정부조달의 투명성

과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 MAS가 지나치게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

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 Lohnes, Michael James, Attempting to Spur Competition for Orders Placed Under Multiple Award Task 

Order and MAS Contracts: The Journey to the Unworkable  Section 803, 33 Pub. Cont. L.J, 599(2004), pp. 

605-606 참조.

21) Lohnes, Michael James, op. cit., p. 607 참조.

22) US Acquisition Advisory Panel, Report of the Acquisition Advisory Panel To The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And The United States Congress, 2007, p. 246 참조.

23) 필자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을 방문하

여 공공조달법 전문가인 Joshua Schwartz교수와 면담을 가졌는데, 여기서 동 교수는 이러한 경쟁에 대한 책임전가가 

미국 MAS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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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공동수급계약24) 

1. 개요 

공동수급계약(Contractor Team Arrangement: CTA)는 FAR Subpart 9.6에서 규율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CTA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① 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자가 파트너쉽이나 joint venture를 구성하여 주계약자(prime contractor)

로 활동하는 것으로 협정을 맺는 경우, ② 특정한 계약이나 조달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자가 하도급자로 활동하는 내용으로 주계약자가 하도급자들과 협

정을 맺는 경우가 그것이다(FAR 9.601). 첫 번째 유형(이하 A 유형)은 우리나라의 공동

도급제도와, 두 번째 유형(이하 B유형)은 우리나라의 원도급/하도급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A유형의 CTA가 체결될 경우에 주계약자가 다시 하도급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가 문제된다. CTA를 관장하고 있는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GSA)은 A유형의 

경우에도 팀(우리나라의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사업자가 체결한 GSA 스케줄 계약에 의

해서 금지되지 않는 한 하도급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25) 그러나 그러한 경

우에 하도급자는 팀의 구성원으로서의 성격을 인정받지 못하며, 이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주계약자가 여전히 계약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26) 

CTA는 정부와 산업계 양자의 관점에서 ① 사업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고유한 역량을 

보완하도록 하고, ② 획득되는 시스템이나 제품의 질, 비용, 조달에 있어서 최선의 결합

을 정부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FAR 9.602).

2. CTA의 장점

 

CTA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GSA는 CTA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24) 이하의 내용은 김대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발전방안”, 지방계약연구 창간호, 2010. 7. 참조., 

25) CTA의 팀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각각 GSA 스케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각 사업자는 이 스케줄에 참여할 때 

GSA와 스케줄 계약을 체결한다. Sherry, Robert J. et al., Competition Requirements in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Schedule Contracts, 36 Pub. Cont. L.J. 467 (2008), p. 472 참조. 

26) Geneal Services Administra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 on Contractor Team 

Arrangement:http://www.gsa.gov/Portal/gsa/ep/contentView.do?faq=yes&pageTypeId=8199&contentId=8124&c

ontentType=GSA_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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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일한 솔루션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음.

② 경쟁을 제고함.

③ 시장 점유율을 높임.

④ 조망을 보다  쉽게 해줌.

⑤ 핵심적인 역량에 초점을 맞춤.

⑥ 역량의 보완을 획득함.

⑦ 서로 다른 기술들을 통합함.

⑧ 고객과의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함.

⑨ 고객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음.

⑩ 하나 또는 그 이상의 GSA 스케줄의 사용을 극대화함.

⑪ 리스크와 보상을 공유함.

⑫ 소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

   ⑬ 스케줄 계약을 운영하기 위한 제품의 수를 줄임으로써 재고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음.27)

3. 내용 

  

CTA는 특히 복잡한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한 획득에 있어서 특히 적절한 방식이 될 수 

있으나, 그 외에도 제품생산 등 적절한 획득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다. CTA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CTA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낙

찰 이후의 과정 등 이후의 획득과정에서 이러한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FAR 9.602). 

입찰제안서 제출 이전에 CTA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계약체결사실을 GSA에 

입찰제안서 안에서 명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GSA는 입찰

제안서 제출 이전에 CTA가 체결된 경우에는 이러한 CTA 협정서를 입찰제안서를 제출

하면서 함께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이는 계약이행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

확하게 하고 협정내용이 어떻게 효력을 발생할 것인가를 발주청이 이해하는 데에 필요하

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28)     

27) Ibid. 

2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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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CTA를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그 적정성(integrity)과 유효성(validity)

을 인정한다(recognize). 즉,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이러한 협정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 나타나 있고, 여기에 참여한 사업자들 간의 관계가 완전하게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협정이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후에 형성되는 경우에

는 그 협정이 유효하게 발효하기 전까지 위와 같은 사실과 정보가 공개된 때에 그 유효

성을 인정한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CTA를 해체할 것을 요청하거나 유도하지 않는다

(FAR 9.603). 

그러나 GSA는 이러한 계약의 적정성과 유효성의 ‘인정’이 계약의 ‘승인’(approval)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CTA는 오로지 팀 구성원으로 참여한 사업자들 간의 

협정이며, 각 참여사업자들의 GSA 스케줄상의 조건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입찰제안서

에 대한 검토 작업의 하나로, 발주청은 성공적인 계약이행을 위해서 CTA상에 흠결이 있

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다.29)

CTA는 독점규제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정부의 권한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 ① 하도급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권한, ② CTA의 문안을 근거로 하여 주계약

자의 책임을 결정하는 권한, ③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데이터 권한을 주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권한, ④ 경쟁적 계약, 하도급, 최초 제품생산 후 부품소모에 관한 정책을 추구

할 수 있는 권한, 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협정 내용에 상관없이 원도급자가 계약이

행과 관련한 완전한 이행책임을 지도록 하는 권한 등이 그것이다(FAR 9.604). 

이행과 관련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팀에 참여한 각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각 구성원들은 GSA 스케줄 계약에 따른 책임이 존재하므로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CTA에서는 프로젝트의 각 단계에서 어느 구성원이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30) 

CTA 협정서에는 대금의 청구에 관해 팀원 중 어느 사업자가 권한이 있는지를 명시해

야 한다. 팀의 대표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을 대표하여 대금의 청구 등을 수행할 수 있

고, 대금지급도 대신해서 지급받은 다음 다른 사업자들에게 다시 지급을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지급방식에 대해서 다른 사업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금지급과 관련한 분쟁은 

어디까지나 팀 구성원들 간에 해결해야 하며, 정부는 이 부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31) 

29) Ibid. 

30) Ibid. 

3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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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방정부의 발주절차 

제1절 간소화된 조달절차 또는 소액구매절차 

1. 개요

연방정부가 100,000불 이상의 구매를 할 경우에는 연방재정이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그러나 소액구매 또는 상용물품(commercial 

item)에 대해서도 똑같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효율

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간소화된 조달절차 및 소액구매절차가 도입되었다. 

간소화된 조달절차는 100,000불 이하의 구매에 적용된다. 이 기준액을 ‘간소화된 조

달절차 기준액’(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SAT)라고 한다. 발주청은 추정가격이 

SAT를 넘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식의 조달절차(봉함입찰: sealed bidding)를 실시해

야 한다. 간소화된 조달절차는 연방조달 계약건수 기준으로 90%를 차지하며,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간소화된 조달절차를 통해서, 계약공무원들은 신속한 구매를 막는 많은 절차들을 생략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또한 계약상대자들에게도 정부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줄여주기도 한다. 이 절차는 Federal Supply Schedule에는 적용되지 않

으며, 기존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기해서 주문(delivery order)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

지 않는다.

연방정부는 간소화된 조달절차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3,000불 이상 100,000

불이하의 조달은 둘 이상의 경쟁자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소기업에게 할당된다. 

1994년 연방조달간소화법(FASA)의 일환으로, FAR 13.5에 규정된 ‘상용물품 테스트

프로그램’(Commercial Item Test Program)은 5,500,000불 이하의 상용물품 구매에도 

간소화된 조달절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상용물품

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연방시장에의 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2. 소액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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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불 이하의 구매를 소액구매(micro purchase)라고 한다. 건축의 경우에는 상한선

이 2,000불이다. 이 소액구매는 일상적인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에 사용된다. 소액

구매는 서면을 덜 사용하고, 대금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소액구매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즉, 소액구매는 적격성 있는 공급자들 

간에 최대한 공평하게 발주되어야 하며,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견적서를 여러 

회사로부터 받지 않고도 낙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산제품구매법(Buy America Act)은 소액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기관들은 

계약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액구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계약공무원들은 보다 중요한 구매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소액구매

는 소기업으로부터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가격대를 기준으로 조달방법을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3,000불 이하: 소액구매(micro purchase)

   - 3,000불에서 100,000불: 간소화된 조달절차(simplified acquisition procedure)

   - 100,000불 이상: 정식의 입찰절차(Formal solicitation procedure)

3. 간소화된 조달절차 

(1) 견적서의 요청

견적서의 요청(Request for quotation: RFQ)은 간소화된 조달절차 하에서 정부가 구

매를 하기 위해서 가격 등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경쟁입찰에 의

하지 않고, 가격, 인도, 다른 시장정보를 획득하여 주문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A회사가 견적서의 요청을 받으면 자신이 제시하는 가격을 적어서 견적서를 

제출한다. 여기서의 견적서는 계약에서의 청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견적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계약공무원은 견적을 

구두로 받는 것(oral quote)도 가능하다. 계약공무원은 견적서를 제출한 회사들 중에서 

최저가를 낸 회사에게 주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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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문

주문서(purchase order: PO)은 견적서에 적힌 대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

해서 정부가 사용하는 계약문서를 의미한다. 모든 주문은 확정가격(firm fixed price 

basis)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주문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

보를 담게 된다. 이러한 정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물품의 양이나 서비스의 범위

   - 물품이 인도되어야 하는 장소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장소 

   - 검수조건(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 계약과 조달번호 

   - 즉시 지급 시 할인

(3) 범정부상용구매카드 

 

범정부상용구매카드(government-wide commercial purchase card)는 신용카드이다. 

이 카드는 일반적으로는 소액구매에 대해서 적용된다. 14만 명이 넘는 연방공무원들이 

이 카드를 하나 이상 소지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연방정부가 이 카드로 구입한 액수가 

270억불을 넘었다. 연방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를 사용한다. 

범정부 상용구매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이를 사용하여 조달계약을 체

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만약 귀사에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확인해보면 된다.  

(4) 포괄적 구매협정 

포괄적 구매협정(Blanket purchase agreement: BPA)은 적격성이 있는 사업자들과의 

관계에서 설정된 대금지급계정(charge accounts)을 말한다. 계약공무원은 전통적으로 대

여섯 개의 사업자들과 같은 유형의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포괄적 구매협정을 체결한

다. 이 제도는 계약공무원이 탄력성을 갖고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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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구매협정은 특정한 제품에 제한될 수도 있고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할 수 있

는 모든 물품들을 포괄하여 체결될 수도 있다. 각 포괄적 구매협정에는 발주를 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약공무원의 성명, 대금지급절차, 물품인도요건, 확정가격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포괄적 구매협정이 체결될 때에는 민간시장에서 최고우대고객에게 제

공하는 가격 이하로 제공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된다. 

포괄적 구매협정이 체결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해당기관이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는데, 정확한 양과 인도조건을 사전에 알기 힘든 

경우

   - 포괄적 구매협정을 맺어두면 수많은 개별주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동일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계약조건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

포괄적 구매협정은 동일한 유형의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복수의 사업자와 체결될 

수도 있고, 다양한 물품에 대해서 단일의 사업자와 체결될 수도 있다. 포괄적 구매협정은 

일반적으로 최소의 시간에 최소의 노력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기업

과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들은 자신의 물품이나 서비스가 포괄적 구매협정 내에 

포함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 협정이 체결되면, 주문이 이루어지면 바로 공급

을 해야 한다. 이 협정은 보통 1년 단위로 체결되며, 30일 이전에 사전통지를 통해 협약

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계약공무원은 포괄적 구매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소기업 할당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둘 이상의 소기업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쟁이 가능할 때에는 소기업과 이 협정

을 체결해야 한다. 

(5) 신속한 대금지급절차 

물품과 서비스가 인도되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금지급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서 계약상대자의 현금흐름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25,000불 이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속한 대금지급절차’(fast payment procedure)는 다음의 점들을 확인하면서 영수증

을 발급할 것을 적용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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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이 우체국, 운송업자, 또는 정부의 최초 수령지에 도달했다는 점 

   - 계약상대자가 물품이 도달하지 않거나,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구매협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수리해주거나 하는 등의 책임

을 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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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봉함입찰(sealed bidding, 일반경쟁입찰)

1. 개요 

봉함입찰(sealed bidding, 일반경쟁입찰)은 경쟁입찰 절차의 적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조달절차이다. 봉함입찰에 관해서는 FAR Part 14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 제도는 

100,000불을 넘는 비상용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봉함입찰에 대해

서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지만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봉함입찰을 사용할 수 

있다.

   - 정부의 규격(specification)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명시될 수 있어야 한다. 

   - 두 명 이상의 입찰자들이 계약을 위해 경쟁하는 것이 기대되어야 한다. 

   - 봉함입찰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존재해야 한다.

   - 가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을 기반으로 하여 낙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에 이러한 요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가격과 관련된 요소’(price related factors)라 함은 세금, 검수비용, 운송비용 등과 같은 

비용증대 및 절감요소들을 의미한다. 봉함입찰은 모든 적격성 있는 계약상대자들에게 정

부계약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2. 입찰공고절차 

봉함입찰절차는 계약공무원이 입찰권유서(invitation for bid: IFB, 입찰공고에 해당)에 

대한 요약공고(synopsis)를 FedBizOpps에 공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요약공고

는 계획 중인 물품 및 서비스 조달의 개요에 관해서 간단하게 기술하는 것으로서 실제적

인 입찰공고가 이루어지기 15일 전에 이루어진다. 입찰공고의 사본을 획득할 수 있는 방

법에 관한 정보도 이 요약공고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입찰공고는 인터넷에서 직접 다운

로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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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간의 조달계획개요에 대한 공고를 마친 이후에 정식으로 입찰공고가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입찰자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간다. 계약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을 투찰가격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한다. 

입찰공고에는 항상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술 

   - 제품의 규격 

   - 기술적 데이터

   - 포장기준

   - 검수기준

   - 제품인도 및 서비스이행 스케줄 

   - 투찰일시 

   - 특별계약조건(필요시)

계약공무원은 입찰공고와 개찰 사이에 최소한 30일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요약공고

와 입찰요청서의 결합’(Combined Synopsis/Solicitation)절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이다. 봉함입찰은 항상 정액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3. 입찰공고의 방식 

계약공무원은 네 가지의 입찰공고방식을 사용한다. ‘상용물품에 대한 입찰요청/계약/주

문절차’(Solicitation/Contact/Order for Commercial Items), ‘요약공고와 입찰요청서의 

결합절차’(Combined Synopsis/Solicitation), 통일계약형식(Uniform Contract Format: 

UCF), ‘간소화된 계약형식’(Simplified Contract Format: SCF)이 그것이다. 

(1) 상용물품에 대한 입찰요청/계약/주문절차

표준서식(Standard Form) 1449호(SF 1449)가 전통적으로 ‘상용물품에 대한 입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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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약/주문절차’(Solicitation/Contact/Order for Commercial Items)에 활용된다. 계약

공무원은 SF 1449를 다음의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 상용물품이 간소화된 조달절차의 상한(550만불)을 넘는 경우

   - 서면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 ‘요약공고와 입찰요청의 결합절차’(Combined Synopsis/Solicitation)가 사용되지 않

는 경우

(2) 개요와 입찰공고의 결합절차

상용물품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낙찰을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요약공고와 입찰요청서의 결합절차’(Combined Synopsis/Solicitation)가 사용된다. 이는 

요약공고와 입찰요청서를 한 문서에 결합하여 실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입찰공고

를 준비함에 있어서 더 많은 탄력성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요약공고와 입찰요청서의 결합절차’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조달절차에만 사용을 한다. 

이 방법이 사용될 때에는 입찰공고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

다. FAR에서는 잠재적인 입찰자들이 이에 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

다는 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3) 통일계약형식

대부분의 주요구매에 대해서 계약공무원들은 통일계약형식(Uniform Contract Format: 

UCF)을 사용한다. 사실상 모든 입찰공고는 비상용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일계약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통일계약형식의 사용이 면제된다. 

   - 간소화된 계약형식을 사용하는 경우 

   - 건축, 선박건조, 선박수리, 유지, 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 특별계약형식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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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소화된 계약형식

입찰권유서(IFB, 입찰공고)는 오직 정액가격 계약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약공무원은 

‘간소화된 계약형식’(Simplified Contract Format: SCF)을 사용할 수 있다. 간소화된 계

약형식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간다. 

   - SF 1447 입찰요청서/계약서(Solicitation/Contract) SF 1447은 표지이다. 여기에는 

입찰권유서 번호, 공고일시, 발주청, 계약상대자와 계약공무원의 서명란 등이 있다. 

   - 계약 스케줄: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계약품명번호, 물품과 서비스

에 대한 기술, 단가와 총액, 포장기준, 이행 기준, 기타 정보들이 그것이다. 

   - 조항: FAR에 의해서 요구되는 조항들 및 계약공무원에 의해서 요구되는 다른 필요

한 조항이 들어간다. 

   - 문서와 첨부물의 목록 

   - 진술과 유의사항(Representations and instructions): 이는 전통적으로 진술과 확인

(representation and certifications), 유의사항, 조건, 고지사항(instructions, conditions 

and notices), 그리고 낙찰평가기준(award evaluation criteria)으로 구성된다. 

3. 투찰준비 

귀사가 투찰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입찰공고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모든 시방서와 조항들을 포함하여 입찰공고의 규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입

찰공고에 대한 질문은 계약공무원에게 해야 한다. 공식적인 승인이 없이는 어떠한 사항

에 대해서도 추측을 해서는 안 된다.

입찰공고 패키지는 핵심적인 규격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계약공무원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입찰자들은 패키지에 포함된 모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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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입찰공고문 및 관련된 문서들을 주의 깊게 읽고 난 후에는 작업계획과 제품인도 스케

줄을 준비해야 한다. 작업계획에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에 관한 정

보가 들어간다. 이 정보는 투찰금액을 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들이다. 그리고 제품인도 

스케줄에는 제품을 보내야 하는 곳까지의 거리에 관한 정보가 들어간다.

일부의 입찰공고에서는 입찰자들에게 작업계획과 제품인도 스케줄도 제출하라고 요구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입찰자들에게 기업의 금융상태 및 관련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귀사의 제안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계약이행

과 제품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발주청은 입찰공고를 한 후 개찰을 하기 전에, 입찰공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러한 변경사항의 대표적인 예로는 제품의 양, 규격, 인도 스케줄, 개찰일 등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입찰공고의 변경내용은 입찰공고 패키지를 받은 각 입찰자들에게 반드시 전

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경내용을 전달받은 각 입찰자들은 이 변경내용을 확인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화될 수 있다. 

입찰공고는 계약문서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만약 잘못된 투찰을 이루어지

고 이에 기해서 계약이 낙찰될 경우에는 귀사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투찰에 들어가기 전에 투찰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투찰기한을 넘은 투찰 

입찰공고를 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투찰기한 및 일시이다. 5분만 

늦게 투찰이 이루어져도 정부는 투찰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엄격한 원칙에 대해

서는 몇 가지의 예외가 있다. 

   - 정부 측에서 입찰서류를 잘못 관리한 경우 

   - U.S. Postal Service에 의해서 익일도착특급으로 보내졌고 발송한 시점이 개찰일 

2일 이전의 오후 5시 이전인 경우

   - 등록된 또는 승인된 우편을 통해서 발송되었고, 투찰일 5일 이전에 발송된 경우 

   -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송이 되었고, 개찰일 하루 이전의 오후 5시 이전인 경우 

   - 유일한 입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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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찰 

모든 투찰내용은 개찰일까지 보안이 유지된다. 개찰은 입찰공고에 정해진 시간에 공공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개찰공무원은 모든 투찰내용을 공개하게 된다. 입찰자는 개찰

일 이전에는 언제든지 입찰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일단 개찰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취소나 수정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명백한 사무착오로 인해 투

찰에 실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의도했던 입찰과 다르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투찰내용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6. 입찰평가  

개찰공무원(bid opening officer)는 일반적으로 계약공무원(contracting officer)과 동

일하지 않다. 이 개찰공무원은 개찰을 하고, 개찰내용을 선언한 다음에, 모든 입찰내용을 

기록한다. 이들 내용은 입찰개요서(abstract of bids)이라는 형식으로 기록된다.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들은 이 기록당시에 다른 경쟁자들의 투찰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

른 경쟁자들의 금융 상태나 기타 재산 상태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기록 이후에, 개

찰공무원은 그 결과를 계약공무원에게 알리게 된다. 

계약공무원은 입찰내용을 평가하게 된다. 이 때 가격, 옵션, 가격조정, 운송비, 기타 

법령에 의해서 규제되는 내용들을 고려하게 된다. 즉시지급시의 할인은 입찰내용의 평가 

시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입찰자가 제시한 할인내용은 계약낙찰의 내용이 된다.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입찰자는 적격성이 있어야 한다. 이 적격성의 개념에는 두 가지

가 있는데 하나는 “responsive”이고, 다른 하나는 “responsible”이다. 

   - “responsive”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입찰자는 입찰공고의 규격, 작업조건, 

또는 다른 조건들의 예외를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사전고지 없이 가

격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들어간 입찰자는 “responsive”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 

   - “responsible”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입찰자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납품 스케줄을 충족해야 하고, 입찰공고상의 조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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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야 하고, 적정한 재정능력이 존재해야 한다. 

계약공무원은 입찰자가 적격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찰참가자격심사’(pre-award 

survey)를 실시한다. 이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 

   - 입찰자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인 자원들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는가.

   - 입찰자는 입찰공고에 들어간 인도 또는 이행시기를 맞출 수 있는가. 

   - 입찰자는 이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을 갖고 있는가.

   - 입찰자는 필요한 조직, 경험, 회계통제,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 입찰자는 필요한 제품, 건축, 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가. 

   - 입찰자는 현행 법령 하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입찰참가자격심사는 비공식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 비공식적 심사는 입찰

자의 계약수행능력, 계약이행실적, 전화를 통한 이전 계약고객에 대한 조사 등을 포함한

다. 비공식적 입찰참가자격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구매에 적용된다. 

공식적인 입찰참가자격심사는 다른 연방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Defense 

Contract Management Command(DCMC)를 들 수 있다. 이 기관은 Defense Logistics 

Agency의 계약담당기관이다. 계약공무원은 DCMC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 기술적인 능력, 제품생산규모, 품질보장절차, 재정능력, 운송, 안전, 환경적 

고려 등이 그것이다. 공식적인 입찰참가자격심사는 상대적으로 규모다 큰 구매에 적용된다. 

만약 최저가입찰자가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것이 소기업인 경우에, 이러한 사실

을 소기업청에 통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소기업청은 자체적으로 해당 소기업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소기업에서 해당 소기업이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적격성에 대한 인

증(Certificate of Competency)을 하며, 이는 해당 조달에 관해서 해당 공무원을 구속하

게 된다. 

7.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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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의 내용을 충족시키는 최저가입찰자에게 낙찰이 이루어진다. 계약공무원은 낙

찰절차를 철저하게 봉함입찰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입찰자와 계약공무원 간에 협상은 이

루어지지 않는다. 만약 둘 이상의 입찰자가 같은 가격으로 입찰을 한 경우에, 계약은 다

음의 순서로 낙찰된다. 

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있는 소기업

② 기타 소기업

③ 유휴노동인력이 많은 지역

④ 기타 기업

계약공무원은 만약 모든 입찰을 거부하는 것이 정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낙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이 신뢰에 위반하여 이루

어지거나 입찰자간들의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낙찰을 받은 입찰자는 낙찰통지서(Notice of Award)를 받는다. 낙찰통지

서는 특정한 형식은 없지만, 계약번호, 계약유효기간, 승인된 금액, 이행해야 할 계약내

용, 계약공무원의 승인(또는 서명)을 담고 있어야 한다. 

계약공무원은 낙찰에서 탈락한 입찰자들에게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 만약 실패한 입찰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

부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낙찰에 성공한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 계약금액 

   - 입찰개요서(abstract of bids)의 보존 장소

 

계약공무원은 낙찰에 대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이

의신청이 낙찰 전에 이루어지든지, 낙찰 후에 이루어지든지 불문한다. 만약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낙찰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것이 

긴급하게 조달될 것이 요청되는 제품이거나 낙찰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불합리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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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단계 경쟁입찰 

(1) 개요 

2단계 경쟁입찰(two-step sealed bidding)은 봉함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negotiated 

procurement)를 결합한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적절한 규격을 미리 설정하기가 힘든 경우

에 사용된다. 이는 특히 기술제안이 필요한 복잡한 조달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정부는 2단계 경쟁입찰을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사용한다. 

   - 계약공무원이 기술제안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하나 이상의 기술적으로 적격성이 있는 사업자가 입찰에 들어올 것이 기대되어야 

한다. 

   - 2단계 경쟁입찰을 적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존재해야 한다. 

   - 확정가격방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 입찰방식은 봉함입찰보다는 탄력적인 방식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입찰의 엄격성이 유지된다. 계약공무원은 

첫 번째 협상단계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잘 교

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2단계 경쟁입찰방식은 일반적으로 6-7개월 정도의 긴 기간을 요

구한다. 

(2) 1단계 

1단계에서 입찰자는 자신이 제안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술제안을 제출한다. 그

리고 이러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함께 제출한다. 이러한 기술제안을 요청하는 서류

를 보통 ‘기술제안요청서’(request for technical proposal: RFTP)라고 부른다. 이 단계

에서는 가격설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1단계는 기술제안요청서의 기술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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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요청서(RFTP)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공급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

   - 기술제안의 요건과 평가기준

   - 기술제안은 가격이나 가격관련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 기술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

   - 1단계에서 적절한 것으로 인정된 기술제안에 대해서만 2단계에서 낙찰이 가능하다

는 점  

기술제안요청서에 나오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부합하지 않은 제안을 한 경우에는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3) 2단계  

2단계에서는 전통적인 봉함입찰방식이 사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1단계에서 적절한 기

술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 대해서만 입찰공고를 한다. 입찰자는 가격을 투찰하고, 계약

공무원은 이 투찰내용을 평가한다. 

2단계는 FedBizOpps 등에 공개적으로 새로운 조달기회로 공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FedBizOpps에서는 하도급기회를 찾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1단계에

서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입찰자의 목록을 제시한다. 1단계에서 협상에 의한 계

약절차가 활용되었지만 이 방식은 여전히 봉함입찰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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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1. 개요 

계약상대자의 기술적 우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연방정부

는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negotiated procurement procedure)를 사용한다. 이에 관해

서는 FAR Part 15에서 규율하고 있다. 봉함입찰(일반경쟁입찰)과는 달리 최종적인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기 전에 협상을 허용한다는 점이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의 특징이다. 이

는 연방정부의 가장 탄력적인 조달방식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복잡한 방식이기도 하다.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띠게 된다. 제한경쟁을 포함한 경쟁적 제안

(competitive proposal)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수의계약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간소화

된 조달절차의 상한선을 넘는 계약의 80%가 이 방식을 사용한다. 이 계약방식은 특히 

각 계약상대자가 정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는 R&D 프

로젝트에 자주 사용된다.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RFP)는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에서 사용되는 입찰

공고문이다. 이 문서는 장래의 계약상대자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입찰패키지(bid set)는 기술요소 그리고 비용요소를 포함하여 

제안요청서(RFP)를 구성하는 모든 문서들을 포함한다.

제안요청서(RFP)는 입찰공고(IFB)와 마찬가지로 청약의 유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

상대자의 제안요청서에 대한 답변은 청약을 구성하고, 정부가 변경 없이 또는 협상을 통

해 이를 승낙하면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입찰공고문에

는 제안(proposal)이 청약자의 협상 이후에 평가 또는 낙찰되는지, 아니면 청약자와의 협

상이 없이 평가 또는 낙찰되는지 여부가 기술되어야 한다. 

계약공무원이 협상을 하고자 한다면, 그는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적격성 있는 사업자

들과 서면에 의한 또는 구두에 의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가격, 기술요건, 이행, 조건, 

납품 스케줄 등이 모두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약공무원은 협상과정에서 정부에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초 입찰공고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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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이 연방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계약이 계약상대자에게 적시에, 최저가로 계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해야 한다. 

   - 계약금액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2. 제안서를 수령하기 전 사업자들과의 교섭 

정부는 초기의 발주요청내용의 확인으로부터 제안서의 수령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들과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교환은 정부의 발주요청내

용에 대한 이해와 사업자의 역량의 증대시킴을 통해서 잠재적인 협상자들로 하여금 정부

의 발주요청내용을 충족시킬지 여부 또는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관해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계약유형이나 발주요청내용의 실현가능성과 같은 조달전략은 이러한 정보교환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이해관계인들은 전통적으로 잠재적인 제안자(offeror)들, 최종소비자, 조달공무원, 조

달의 결과에 관련되어 있는 기타 관계인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교환은 조달의 공정

성요건과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초기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산업 또는 소기업우대 

   - 청문

   - 시장조사 

   - 잠재적 제안자들과의 일대일 미팅

   - 입찰공고전 사전통지

   -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RFP)의 초안 

   - 정보제공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RFI): 이 요청서는 정부가 계약을 체결할 

의사는 없지만 조달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시장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작성하게 

된다. 

   - 입찰공고전 또는 제안서 제출전 회의 

   -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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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전 정보교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귀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3. 입찰공고전 사전통지

발주청은 잠재적인 청약자로 하여금 입찰공고전 사전통지(presolicitation notice)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재 조달공무원은 가능한 계약상

대자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 최소한 입찰공고전 사전통지를 통해서 장재적인 계약

상대자가 조달절차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담게 된다. 

연방정부는 입찰공고전 사전통지에 대한 잠재적인 청약자의 답변을 이 통지에 적시한 기

준에 의해서 평가한다. 

입찰공고전 사전통지에서는 제안된 기술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입찰

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기술할 수도 있다. 연방기관은 답

변서를 보내온 사업자들을 상대로 평가를 한 이후에 이들 사업자들에게 조달에 참여하도

록 초청하거나, 초청하기 힘들다는 점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4. 입찰공고 절차   

계약공무원은 FedBizOpps에 입찰공고 15일 전에 제안요청서(RFP)의 개요를 공고한

다. 15일 지난 이후에 실제 제안요청서를 FedBizOpps에 공고한다. 필요시에는 계약공무

원은 제안전 회의를 가질 수 있다. 이 제안서 제출전 회의(preproposal conference)는 

계약공무원이 복잡한 규격이나 요건을 장래의 청약자들에게 설명하는 회의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약공무원이 제안요청서(RFP)를 준비 →  계약공무원이 제안요청서의 개요를 FedBizOpps

에 공고 →  정식으로 제안요청서를 FedBizOpps에 공고 → 제안서를 제출 및 내용 확인 

→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 중에 적격성 있는 사업자와 협

상 → 사업자가 최종 제안내용을 제출 → 최종 제안내용이 평가됨  → 낙찰  → 계약이

행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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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공무원은 제안요청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의 형식 중의 하나를 사용한다. 

   - ‘상용물품에 대한 입찰요청/계약/주문절차’(Solicitation/Contact/Order for Commercial 

Items)

   - 통일계약형식(Uniform Contract Format: UCF)

   - ‘간소화된 계약형식’(Simplified Contract Format: SCF)

위 형식은 봉함입찰에서의 입찰공고(IFB)와 거의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입찰공고조

항, 제안서 준비사항, 평가요소 등에 차이가 있다. 

최소한 제안요청서(RFP)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부의 발주요청내용 

   - 계약의 기간과 조건 

   - 청약자의 제안을 위해 필요한 정보

   - 제안서를 평가하는 요소 및 기준 

5. 제안서의 준비 

(1) 가격제안 

가격은 언제나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이 외에도 기술적 요건, 경영능력, 관련된 경험과 

과거 수행실적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계약공무원은 각 조달의 특성이나 요건에 따라서 

각 평가요소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안자들은 정부로 하여금 제안자들이 제시한 비용의 합리성을 확신시키도록 하기 위

해서 비용 및 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비용과 가격과 관련한 정보에는 계약이행

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기대이익을 포함한다. 비용/가격 평가기준은 정액가

격, 인센티브, 실비정산 계약의 계약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정액가격계약(fixed-price contract)에서는 청약자의 총 제안금액이 주된 평가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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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인센티브 계약(incentive contract)은 목표비용(target cost), 이익률, 상한가, 최고·

최저비용 등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 실비정산계약(cost-reimbursement contract)에서는 

예상비용에 대한 추정치를 적용한다. 제안요청서는 계약유형을 명시한다. 

비용/가격평가는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 제안된 비용/가격의 총체성

   - 제안된 비용/가격의 합리성

   - 제안된 비용/가격의 현실성 

   - 비용/가격 리스크에 대한 평가 

(2) 기술제안(technical proposal) 

기술제안의 목표는 귀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노하우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는 점을 정부에게 확신시키고자 함이다. 제안요청서에서는 귀사의 제안이 충족시켜야 하

는 구체적인 기술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기술적 제안은 일반적으로 통일계약형식의 청약

자에 대한 과업지시사항에 따라 준비되어야 한다. 

대규모의 기술적으로 복잡한 조달에 있어서는, 해당기관의 기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

아 낙찰기준을 정하게 된다. 많은 경우에 기술제안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기술평

가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제안된 기술적 접근의 적정성 

   - 제안된 기술적 접근의 혁신성 

   - 발주요청사항의 충족 

   - 발주요청사항에 대한 이해 

   - 주요 인적, 물적 자원들 

   - 사용가능한 설비들 

   - 기술적인 리스크 평가 

연방규격이나 기준들은 연방정부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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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칙, 조건, 요건들이다. 이들은 적정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재료의 질 등과 

관련한 요건을 제시한다. GSA는 이러한 연방규격들을 정하고 이를 통제한다. 이러한 기

술제안은 관리 제안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이 둘이 서로 분리되어 이루어지기도 한다.  

(3) 관리 제안(management proposal) 

관리 제안은 만약 낙찰이 이루어지면 제안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 관리할 것인가

를 담는다. 핵심적인 요소는 관리의 유형이다. 특히 귀사의 관리 제안은 조직구조, 관리

능력, 기업의 통제, 핵심적인 인적 자원의 계약에의 투입 등을 포함한다. 

관리 제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 제안된 관리계획의 적절성 

   - 작업의 감독 및 이행에 관한 기업차원의 자원

   - 작업스케줄을 논리적으로, 제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품질계획

   - 경영리스크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관리 제안에 대한 평가요소는 조달계획단계의 가능한 한 초기단

계에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 

6. 구두설명   

   

서면에 의한 제안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제안자에게 구두설명(oral 

presentation)을 요청할 수 있다. 구두제안은 조달과정 중 어느 때나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제안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내용에 제약을 받는다. 구두제안은 당사자 간에 

대화의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입찰공고에서는 제안자들에게 그들의 제안을 구두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자의 계약수행능력, 과거수행실적, 작업계획 또는 방법, 인력 등이 모두 적합한 구두

제안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제안의 일부를 구두설명으로 대체하는 것은 조달절차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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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하게 된다. 

 제안요청서(RFP)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제안자는 기술정보와 같은 비밀정보

를 구두설명과정에서 제시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제안자는 구두설명을 마친 이후에 그

들의 작업수행계획에 대한 서면으로 된 설명서를 정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실시간적으

로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대화가 결여된 사전에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통한 제

안은 구두제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이는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제안을 보

완하는 자료로 인정될 수는 있다.   

입찰공고에서 구두설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 기술하게 된다. 

   - 구두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유형과 관련된 평가요소들 

   - 구두설명을 하는 사람의 자격 

   - 구두설명을 보완하는 서면으로 된 또는 다른 유형의 보완자료의 요건과 한계 

   - 구두설명의 장소, 일시 

   - 각 설명에 대한 시간제약 

   - 토론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구두설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범위와 내용

계약공무원은 구두제안의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하고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를 

문서화한다. 이러한 녹음 또는 녹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낙찰자 선정을 하는 

정부기관이 결정한다. 

7. 제안기한을 넘은 제안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에는 봉함입찰과 같은 공식적인 개찰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

나 제안요청서에서 명시된 기한 이내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원칙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예외가 있다. 

   - 정부 측에서 제안서류를 잘못 관리한 경우 

   - U.S. Postal Service에 의해서 익일도착특급으로 보내졌고 발송한 시점이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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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일 2일 이전의 오후 5시 이전인 경우

   - 등록된 또는 승인된 우편을 통해서 발송되었고, 제안서 제출기한 5일 이전에 발송

된 경우 

   -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송이 되었고, 제안서 개봉일 하루 이전의 오후 5시 이전인 경우 

   - 유일한 입찰인 경우

 

9. 제안서 평가 

제안서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은 가장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가

격에 정부의 수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것이라고 평가되는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평가과정에서 계약공무원은 낙찰자선정기관(source selection authority: 

SSA)으로 지명되며,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배타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낙찰자선정과정은 전통적으로 기술과 비용/가격 제안, 다양한 당사자들 간의 협상, 그

리고 최종적 그리고 최후 제안의 준비 및 선정을 포함한다. 만약 특정의 평가요소가 다

른 요소보다 낙찰자결정과정에 더 영향을 미친다면, 입찰공고는 각 요소가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계약공무원은 모든 100,000불을 넘는 모든 제안요청서에 대해서 과거의 사업수행실적

을 평가한다. 제안요청서에는 귀사가 과거의 유사한 계약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만약 이러한 과거의 유사한 계약실적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당사

자는 중립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기술제안에는 전체 가격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즉, 가격은 기술평가에는 영

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동시간과 종류, 재료, 하도급계약 등에 관한 정보는 기

술제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제안자가 과업의 범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기술공무원이 이러한 기술제안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참여하기도 한다. 기술제안서는 공개적으로 개봉되지는 않는다. 

10.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에서의 낙찰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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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가치(Best Value)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에서 계약공무원은 정부에게 전체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

는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만약 계약의 규격 등이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고, 계약이행에서의 실패가능성이 낮은 경우엔, 가격이 주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반면

에, 성공적인 계약이행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고 작업의 진행에 따라 이 부분의 

명확화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술과 과거 수행실적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다. 입찰공고에서는 낙찰자선정 요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요소간 조정에 의한 낙찰방식

가격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정부에 최고의 가치를 가져오는 제안을 가려내기가 힘든 

경우에는, ‘요소간 조정에 의한 낙찰방식’(Tradeoff Process)이 활용된다. 이 과정은 최

저가 제안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고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낙찰자선정기관에게 탄력성을 부여한다. 이 조정과정은 제안

요청서(RFP)와 일치해야 한다. 조정과정은 정부의 규격이 사전에 정의되기 힘든 복잡한 

계약에 유용하다.

(3) 기술적으로 수용가능한 최저가 낙찰방식

‘기술적으로 수용가능한 최저가 낙찰방식’(Technically Acceptable Low Dollar Process)

는 기술적으로 수용가능한 정도로 최저가 제안자를 결정하는 것이 최고가치를 성취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용된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 입찰공고는 평가요소와 수용가능성의 요건에 관한 중요한 하위요소들에 대해서 규

정해야 한다. 

   - ‘요소간 조정에 의한 낙찰방식’(Tradeoff Process)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제안의 내용을 수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는 하나, 비가격적 요소를 이용

하여 순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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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변경과 협상  

봉함입찰과는 달리,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에서는 제안요청서의 조건에 대한 변경을 제

안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과업지시서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대안적인 제품인도 스케

줄을 제안하거나,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계약공무원은 제안요청서의 핵심적인 내용에 부합하는 한 제안서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공무원은 경쟁적 범위(competitive range) 내에 있는 

모든 적격성 있는 제안자들과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협상을 해야 한다. 협상은 특정 제

안서의 문제점을 지적해내는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이

루어질 수도 있다. 경쟁제안자가 제시한 제안내용은 협상과정 중에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경쟁적 범위는 최초의 제안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약의 낙찰을 받을 합리적인 가능성

이 있는 제안자들로 이루어진다. 협상이 대상이 되는 경쟁적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게 된다. 

   - 각 기술적 제안의 장점과 단점 

   - 과거의 이행실적 

   - 제안된 가격 

   - 계약요건에 대한 제안자의 이해 

   - 관리제안 그리고 제안요청서의 다른 요건들 

경쟁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이후의 협상과정에서 배제된다. 

12. 최종 제안변경과 낙찰  

협상을 종결하면서, 경쟁적 범위 내에 있는 제안자들은 그들의 제안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정부는 모든 제안자들에게 최종적인 제안변경내용을 일정한 기한 내

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최종적인 제안변경을 통해서 귀사의 제안내용을 보다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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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다. 귀사의 제안내용변경을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부에 유익하지 않은 이상 계약공무원은 최종 제안내용을 제출받은 이후에는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최종적인 제안변경내용이 낙찰자선정을 하기에 적

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최종적인 낙찰자선정은 최종적인 제안변경내용을 토대로 하게 된다. 봉함입찰과 마찬

가지로, 제안자는 계약을 낙찰 받을 적격성이 있어야만 한다. 계약은 다음 세 가지 중 하

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계약서 사본을 낙찰자에게 송부

   - 유선 상으로 알려주고 나중에 확인서를 송부 

   - 낙찰자에게 서면으로 고지 

계약공무원은 낙찰에 실패한 제안자들에게 계약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사실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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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유형

제1절 정액가격계약 

1. 개요 

정액가격계약(fixed price contract)을 통해 정부는 조달한 제품에 대해서 특정의 가

격을 지불할 것을 동의하게 된다. 정액가격 계약은 주로 상용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사

용되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점차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정액가격으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적절하게 이행을 했는지 여부가 대금지급의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정부는 정액가격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계약상대자가 이행과정에서 

드는 비용에 따른 가격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정액가격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만약 실제 

이행비용이 낙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정액가격계약은 비용에 따른 리스크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게 된다. 그러나 정액가

격계약 하에서 계약상대자가 취득할 수 있는 이득(profit)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따라

서 정액가격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득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장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액가격계약은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된다. 

   - 가격경쟁이 적절한 경우 

   - 경쟁적으로 조달이 이루어진 과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

매에 대해서 합리적인 가격비교가 가능한 경우 

   - 비용과 가격정보를 통해서, 예상되는 이행비용의 현실적인 추정이 가능한 경우

   - 이행의 불확실성이 무엇인지 확인가능하고, 이러한 이행 불확실성의 비용에의 영향

이 어느 정도인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정부는 정액가격계약을 간소화된 조달절차 및 봉함입찰절차에서 사용한다. 또한 협상

에 의한 계약절차의 80%도 정액가격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정액가격계약과 실비정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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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이행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이득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인센티브를 포함시

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용을 절감하거나, 기술적인 향상을 가져오거나, 신속한 제품인

도를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만약 계약공무원이 정액가격계약이 적절한 가격경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비용이 가격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협상에서의 진실법(Truth in Negotiation 

Act)을 참조].

대부분의 정액가격계약 입찰공고는 FAR 52.203-2에 규정하고 있는 ‘독립적인 가격결

정의 확인서’(Certificate of Independent Price Determination)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들이 가격제안을 준비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

와 담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서가 거절될 수 있다.    

정액가격계약의 장점으로 우선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 비용을 잘 통제할 수 있다면 높은 이득을 취득할 수 있다. 

   - 정부는 대부분의 정액가격계약을 적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하기 때문에, 정부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최소화된다. 

   - 발주청이나 계약상대자 모두에게 행정적인 비용이 적게 든다. 

정액가격의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 탄력성이 약하다. 가격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 비용을 통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실을 낼 수 있다. 

2.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가격계약

정액가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조건을 부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을 이용하여 화폐를 주조할 경우, 납의 시장가격

은 계속하여 변동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상황에 따른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전체 가격변동을 허용하는 경우를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가격계약’(fixed-pri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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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FP/EPA)라고 부른다.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른 조정을 허용하는 경우로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을 들 수 있다. 

   - 공표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정해진 가격(established price)의 상승이나 하락을 기반

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특정한 노무비나 재료비

의 상승이나 하락을 기반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계약이 특정하고 있는 노무비나 재료비의 기준표(index)의 내용의 변경을 기반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시장가격에 따른 조정은 산업전체적으로 우발적인 상황(contingency)이 발생했을 때

에만 허용된다. 만약 가격조정이 노무비나 재료비의 상승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계약

상대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우발적인 상황의 경우에만 가격조정이 허용된

다. 가격인상의 상한성은 보통 10%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격 하락 시에는 하한

선의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가격조정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통해서 결정된다. 

➀ 정부는 일단 우발적 상황에 따른 가격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➁ 계약공무원은 계약이행이 있기 전에 조정이 가능한 제품을 확인한다. 우발적 상황

에 따른 가격조정의 상한성과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다. 

➂ 시장조건에 따라 계약공무원은 계약의 이행 도중에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

는 방법으로 변경한다.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가격계약’은 FAR 52.203-2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가격계약’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시장가격의 변동을 반영하여 낙찰가격의 변경이 가능하다. 

   -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가격계약은 정액가격계약의 여러 가지 이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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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가격계약’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가격조정이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 밖에 있는 우발적인 상황에만 제한된다. 

   -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존재하지만,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는 하한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인센티브 정액가격계약 

정액가격계약은 이득에 대한 조정은 허용하지 않지만, ‘인센티브 정액가격계약’(fixed 

price incentive contract: FPI)은 이를 허용한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계약이행

의 질을 계약상대자 높일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이러한 인센티브 정액가격계약을 체결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이행결과를 획득하고 계약비용을 통제하게 된다면 계약상

대자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인센티브 정액가격계약은 전형적으로 도로건

설계약과 같은 개발과 관련된 계약에서 사용된다. 

인센티브 정액가격계약이 적절한 경우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확고한 목표비용, 목표이득, 이득조정공식을 통해 공정하고 합

리적인 인센티브를 협상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적정한 리스크를 부

담할 수 있는 상한선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경우  

   - 목표이득에 반영된 대로 조정공식을 통해 비용책임의 주요부분을 계약상대자가 부

담하는 경우 

계약공무원은 최종적인 계약금액을 정해진 공식을 적용하여 정하게 된다. 이 공식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용어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 목표비용(target cost): 이것은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서 추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양 당사자는 목표비용에 대해서 분석과 협상을 거친 후에 동의하게 된다. 계약상대

자는 전체 추정비용의 초과하거나 미달할 가능성을 모두 갖게 된다. 

   - 목표이득(target profit): 실제 발생한 비용이 목표비용과 동일할 때 얻게 되는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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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이득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 목표가격(target price): 목표비용과 목표이득의 총합을 말한다. 

   - 상한가격(ceiling price): 정부가 계약에 대해서 지불하게 되는 최고액수를 말한다. 

만약 계약비용이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계약상대자의 이득은 0이 되고, 이후의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분담공식(sharing formula): 비용초과나 미달부분에 관해서 정부와 계약상대자간의 

분담비율을 담은 공식이다. 비용초과가 된 경우의 분담공식과 비용미달이 된 경우

의 분담공식을 따로 두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분담비율은 50:50 또는 75:25

(정부: 계약상대자)이다. 

두 가지 종류의 인센티브 정액계약이 존재한다. 확정목표(firm target)와 연속목표

(successive target)이다. 위에서는 주로 확정목표만을 설명했다. 연속목표는 현실적인 

확정목표비용이나 이득을 낙찰전에 협상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비용이나 가격정보가 존재

하는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 연속목표계약은 매우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FAR 16.403-2).

사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인센티브 정액계약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인센티브의 요소와 정액가격계약의 요소를 결합했다. 

   - 비용초과시에 정부도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분담한다. 

사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인센티브 정액계약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상한선을 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 비용절감에 대해서도 정부가 혜택을 나누어 가진다. 

4. 장래가격재결정 정액가격계약 

만약 A회사 국방부와 5년간 B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보자. 초기 3년간은 

100,000불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정액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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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처럼 초반에 정액가격으로 계약을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이

후에 다시 가격을 재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장래가격재결정 정액가격계약’(Fixed 

Price Contract with Prospective Price Redetermination)이라고 부른다. 

최초의 정액가격기간은 다음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액가격을 정하기에 충분한 기

간이어야만 한다. 이 기간은 최소 12개월이 되어야 한다. 

이 계약유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된다. 

   -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가격계약’이나 ‘인센티브 정액가격계약’이 모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된다. 

   - 계약공무원이 가격의 재결정이 정해진 시점에서 즉시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합리

적인 확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이행의 불확실성, 그리고 그것이 비용에 미치는 불확실성에 기반하여 가격재결정

시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한선은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으로 리스

크를 부담하도록 만드는 데에 기여한다. 

장래가격재결정 정액가격계약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이 계약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가격의 재결정을 허용한다. 

장래가격재결정  정액가격계약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이 계약유형은 전통적으로 장기계약에만 사용된다. 

   - 가격재결정은 최초 가격결정시점으로부터 최소한 12개월이 되어야 한다.

5. 소급가격재결정 정액상한가격계약 

‘소급가격재결정 정액상한가격계약’(Fixed-Ceiling-Price Contract with Retroactive 

Price Redetermination)은 최초에 정해진 가격을 소급하여 가격인상을 하거나 인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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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인 

리스크를 분담하도록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계약이다. 

이 유형의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만 사용된다. 

   - R&D와 관련한 계약이고 추정가가 100,000불 이하인 경우이다. 계약기간은 12개월

을 넘어서는 안 된다. 

   - 계약공무원이 가격의 재결정이 정해진 시점에서 즉시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합리

적인 확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발주청의 장이 이러한 계약의 사용을 서면으로 승인해야 한다. 

이 계약유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이 일단 체결된 이후에 가격의 재결정을 허용한다. 

이 계약유형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추정가격이 100,000불 이하이어야 한다. 

   - 계약기간이 12개월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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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실비정산계약

1. 개요 

많은 정부프로젝트들은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

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에이즈 치료제의 발견과 같은 목적지향적인 연구개발(R&D)프로

젝트가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경우에 정부는 실비정산계약(cost-reimbursement contract)

을 선호하게 된다. 

실비정산계약을 통해 정부는 계약의 조건하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귀속가능한, 허용가

능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 계약유형에서는 정부가 특히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는 셈

이 된다. 계약당사자들이 비용을 통제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계약공무원들은 

이 계약유형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만약 실비정산계약에 적합한 계약에 대해서 계약공무원이 정액가격계약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하는 가격을 높여서 예상하기 힘든 비용 상승에 대비하게 될 

수밖에 없다. 실비정산계약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에 의해야 

한다. 

실비정산계약에서는 계약금액총액을 정하고, 계약상대자가 초과해서는 안 되는 상한선

도 정하게 된다. 계약상대자는 상호간에 합의된 비용추정 시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해하

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계약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이행을 면밀하게 모

니터링을 하고 이를 통해 계약이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계약상대자는 지출한 금원이 합의된 비용추정치의 일정비율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반

드시 계약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만약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원래 

합의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비용추정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은 변경된 

추정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될 수 있다. 만약 추정된 비용이하로 계약이 완료된 경우

에는 잉여부분은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실비정산계약은 정부가 가장 선호하지 않는 계약방식이다. 왜냐하면 이는 본질적으로 

모든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용변상계약을 상용물품

을 구매하는 데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일단 실비정산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계약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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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에 있어서 비용결정하기 

정부가 실비정산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부는 계약상대자의 회계시스템이 계약에 있

어서의 비용을 축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시스템은 직접비와 간접비

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비용(direct cost)은 건설에서의 노무비와 같이 특정한 계약에서 확인가능한 비용

을 말한다. 간접비용(indirect cost)은 어느 특정계약에 귀속시키기 힘든 비용을 말한다. 

공장에서의 냉난방비용과 같은 것은 어느 특정계약에 귀속시키기 보다는 모든 계약에 이

익을 주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간접비용은 다시 간접비(overhead expense)와 일반행정비용(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를 들 수 있다. 간접비는 임대료, 보험 등과 같이 간접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

로 사업 전체를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일반행정

비용은 사업 전체를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조직, 금융, 기타 비용들을 의미

한다. 예를 들어 기업회장의 봉급은 바로 일반행정비용으로 들어간다.   

실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분배가능한, 허용가능한 비용이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합리적인 비용

경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넘지 않을 경우에 이러

한 비용을 합리적(reasonable)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비용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상

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매우 경쟁적인 산업에 속해 있다면, 그 

비용은 합리적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그 비용을 경쟁적으로 유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경쟁적이지 않은 산업에 속했다면, 제안

한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증해야 한다. 만약 특정의 비용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귀속가능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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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부계약에 귀속가능한 비용(allocable cost)이 된다. 

   - 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발생하였을 것 

   - 이 비용이 계약에 유익을 끼쳤고, 획득한 이득과 합리적인 비례관계 하에 배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 

   - 특정의 비용목표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전반

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각 계약상대자는 간접비용을 형평에 맞게,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게 계약에 귀속시켜

야 한다. 연방조달규정(FAR)은 특정의 비용귀속방법의 사용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 대신에 적절한 비용목표와 실체적으로 부합하는 간접비를 결정할 수 있는 대안

적인 분배 시스템의 사용은 허용하고 있다. 

형평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만약 계약자가 특정의 계

약을 위해서 보안요원을 고용하였다면, 이 비용을 다른 계약에도 분배하는 것은 형평성

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계약자가 회사 전체를 위해 보안요원을 고용하였다면, 이 

비용을 다른 계약에도 분배하는 것은 형평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별 수익에 비례하여 분배를 해야 한다. 

(3) 허용가능한 비용 

허용가능한 비용(allowable cost)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 원리와 부합하고, 연방조

달규정의 구체적인 제한에 부합해야 함을 말한다. 만약 정부가 허용가능한 비용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법은 이의 지급을 금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비용(unallowable cost)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대중과의 접촉비용 그리고 광고비용: 대중과의 접촉은 기업의 이미지와 그 제품에 

대한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대중과 접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잡지나, 우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한 광고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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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광고는 계약에서 특별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별히 계약상 의무를 이

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광고, 계약이행을 위해 희소한 재료를 조달하기 위

한 광고, 계약이행을 위해 조달한 재료 중 잉여분의 처분을 위한 광고 등이 있다. 

대중과의 접촉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는 계약에서 특별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사정책이나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에 드는 비용, 언론, 이해관계인, 채권자, 그리고 고객

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비용, 뉴스미디어, 정부의 공무원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헌혈은행, 자선, 그리고 재난구호 등과 같은 지역봉사에 참여하는 비용 등이 있다. 

이 밖의 다른 광고 및 대중접촉 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악성채무(bad debts): 회수되지 않은 채무로부터 발생하는 실제적인 또는 추정손

실, 이와 관련된 회수비용이나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는 악성채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 기부(contributions and donations): 현금, 현물, 그리고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자

선재단에 대한 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유흥비용(entertainment costs): 공연, 스포츠, 식사, 숙박, 교통 등의 티켓 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골프장 회원권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이 비용이 과세가능한 

보수로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더 나아가 정부는 명시적으로 공무원들

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유흥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제공하는 재원으로 유흥을 즐기는 것은 공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 벌금이나 과태료(fines and penalties): 계약상대자가 연방, 주, 또는 외국법 등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이나 과태료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유일한 예외는 계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또는 계약공무원의 과업지시서를 따르는 과정에서 이러

한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이다. 

   - 이자 또는 다른 금융비용(interest and other financial costs): 채무에 따른 이자비

용, 금융과 관련된 비용, 금융관련 법률비용, 증권발행비용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 조직비용(organizational costs): 합병비용 등과 같이 조직을 실행하거나 계획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 자본을 형성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 법인설립비용, 변호사, 회계

사 등의 자문비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 술(alcoholic beverages):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감사를 하기에 충분하게 비용관련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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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or)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여 허용되지 않는 비

용을 찾아내게 된다. 이를 발견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비용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3. 실비정산계약의 유형 

(1) 비용계약

비용계약(cost contract)은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허용가능한 비용에 대하여 

정산을 해주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상대자는 이익(profit)은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계약유

형은 전형적으로 R&D 계약, 특히 비영리단체와의 계약에서 인정된다. 

(2) 비용분담계약 

정부가 미리 결정된 귀속가능하고 허용가능한 계약이행비용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주기

로 합의한 경우를 비용분담계약(cost-sharing contract)이라고 한다. 이 계약유형을 통해

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비용의 일부를 스스로 분담하는 것에 동의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

유형은 이러한 비용분담부분을 상쇄하는 이득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득에는 계약상대자의 역량이나 전문성을 향상시키거나, 향후 추가발주와 관련

한 지위를 강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발주된 사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1

단계의 사업을 발주 받음으로써 추가적인 단계의 발주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는 때를 예

로 들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이익이나 보수(profit/fee)를 받지 않는다. 

(3) 비용-정액보수 가산 계약

비용-정액보수 가산(cost-plus-fixed-fee: CPFF) 계약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실비정산계약의 유형이다. 이 계약에 의하면, 정부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허용가능한 비

용과 정해진 가격의 보수 또는 이익을 지급한다. 정액가격의 보수는 계약이행의 비용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다. 계약조건에 따라 허용가능한 비용이 달라진다. 

비용-정액보수 가산 계약은 두 가지의 형식을 띤다. 완결형(completion form)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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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term form)이 그것이다. 완결형은 최종적인 목표와 최종제품을 기술함으로써 과업의 

범위를 설명하는 형식을 말한다. 이 유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추정된 비용의 범위 내

에서 최종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이 특정의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조건형은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수준의 노력(level of effort)을 기울일 의무를 부

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형식 하에서 정부가 계약상대자의 이행이 만족스럽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의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해진 액수의 보수를 지급한다. 

완결형과 조건형은 기본적으로 계약가격이 중요한 경우, 작업조건이 정확하게 정의되

기 힘든 경우, 그리고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이 중요한 경우에 사용된

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완결형을 조건형보다 선호한다. 왜냐하면 조건형의 경우에 계약상

대자별로 부담하는 의무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비용-정액보수 가산 계약의 문제점은 이 계약유형은 계약상대자에게 비용을 통제할 

인센티브를 거의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보수가 실제비용과 상관없이 동일

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든 비용 리스크를 부담한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비

용은 계약공무원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의 추정비용을 초과할 수는 없다.

 비용-정액보수 가산 계약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비용-정액보수 가산 계약은 계약상대자에게 리스크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다. 

   - 실제 계약이행비용과 무관하게 보수/이익이 고정되어 있다. 

   - 모든 허용가능한 이행비용이 정산된다. 

비용-정액보수 가산 계약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이익이나 보수의 액수가 제한되어 있다(통상 10%).

   - 정부입장에서 보면, 비용-정액보수 가산 계약은 정부에게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거의 부여하지 않는다. 

   - 비용-정액보수 가산 계약은 정부가 관리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4) 비용-인센티브보수 가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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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인센티브 가산(cost-plus-incentive-fee: CPIF) 계약은 최초에 협상된 보수가 

일정한 공식(전체 목표비용과 전체 허용가능한 비용의 관계에 관한 공식)에 따라서 조정

되는 실비정산계약이다. 이 계약은 목표비용, 목표보수, 최저/최고 보수, 그리고 보수조정

공식을 정한다. 계약이행 이후에는 이 공식에 따라 보수의 액수가 결정된다. 

이 계약유형은 정액가격 인센티브계약(FPI)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분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비용-인센티브보수 가산 계약에서는 전체 가격상한선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최저/최고 보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리 정해진 목표비용 상한성 

또는 하한선을 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비용-정액보수 가산(CPFF) 계약으로 전환된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적인 계약비용에 상관없이 최저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고 보수는 일반적으로 목표비용의 10% 이하로 제한된다. 비용-인센티브보

수 가산 계약은 전형적으로 실제적인 동기가 형성될 수 있고, 정부가 합리적인 이행목표

를 수립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비용-인센티브보수 가산 계약은 비용 절감이 

확인될 수 있고(에너지 계약의 경우가 그 예이다),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이 절감을 분담

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되기에 보다 적합하다.

비용-인센티브보수 가산 계약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만약 계약상대자가 목표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행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

수 또는 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모든 허용가능한 이행비용이 정산된다.

비용-인센티브보수 가산 계약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비용-인센티브보수 가산 계약은 정부가 관리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 이익 또는 보수가 제한된다(통상 10%).

(5) 비용-성공보수 가산 계약 

비용-성공보수 가산(cost-plus-award-fee: CPAF) 계약은 계약체결당시의 기본보수

(base fee)에 계약이행 이후의 추가적인 성과에 따라서 받게 되는 성공보수(award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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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는 계약이다. 계약상대자는 성공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게 되면 일단 기본보수를 받

는다. 그리고 제품의 질, 시간, 기술진보성, 비용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우수

한 결과를 낳은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받게 된다. 

기본보수는 비용-정액보수(CPFF) 계약에서의 정액보수와 마찬가지로 지급된다. 그러

나 모든 비용-성공보수 가산 계약이 기본보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에 따라

서는 기본보수를 받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충실한 계약이행을 통해 성공보수를 받아내

겠다고 제시할 수도 있다. 

성공보수의 금액은 계약공무원이 계약에 기술된 조건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에 대한 평

가를 한 후에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성공보수 결정을 하기 전에 계약이행에 대한 

평가결과는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비용-성공보수 가산 계약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기본보수 부분은 보장되고, 성공보수 부분은 이행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 모든 허용가능한 이행비용이 정산된다. 

비용-성공보수 가산 계약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기본보수가 일반적으로 액수가 적다(통상 목표비용의 3% 정도이다).

   - 전체 보수(기본보수+성공보수)가 10%를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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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타 계약유형 

1. 장기계속계약 

장기계속계약(multiyear contract)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1년 이상 5년 이하로 공급하

는 내용의 계약이다. 1972년에 정부조달위원회(Commission on Government Procurement)

는 의회가 모든 연방정부들에게 명확한 요건 하에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도록 권고를 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를 한 이유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보다 좋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의회는 장기계속계약을 승인하는 데에 주저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의회가 재원을 지급

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승인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계속계약이 체결

되면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장기계속계약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의회는 정부의 대규모 조달과 관련해서는 1-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기라는 점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 

현재 FAR Subpart 17.1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계속계약을 체

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 보다 낮은 비용과 행정적 부담 

   - 제품의 연속성 확보, 매년 되풀이되는 계약비용의 절감 

   - 계약상대자의 안정적인 업무수행 

   - 작은 수량인 경우에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사업자들도 경쟁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경쟁이 강화됨. 

   - 기술진보 등을 통해서 생산성을 보다 증대시키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연방기관은 예산과정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기계속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최초 1년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그 이후의 계

약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재원확보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금지급이 가능해진다. 따

라서 만약 추가연도에 대한 재원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연방정부를 계약을 해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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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러한 해지의 위험으로 인해, 장기계속계약에는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전보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에는 특별한 도구나 장비, 제품생산전 엔지니어링, 조립, 훈

련, 운송 등으로 발생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계약공무원은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추정을 함으로써 계약해지에 대한 상한액을 

정한다. 이러한 상한액은 남아있는 계약이행분의 비율에 비례하여 감소하게 된다.  

장기계속계약에 대해서 최초 1년에 대해서만 대금이 지급되지만, 정부는 현재연도의 

가격과 전체연도의 가격을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가격을 모

두 받음으로써 계약공무원은 전체 사업요건과 계약기간을 보다 잘 정립할 수 있게 된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 10%의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전형적인 평가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장기계속계약과 관련해서는 봉함입찰(일반경쟁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가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은 일반적으로 확정가격계약의 형태를 띠게 된다. 모든 장

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정부는 평가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2. 옵션계약 

옵션계약(option contract)은 정부가 원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

매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겨두는 계약을 말한다. 옵션계약에 대해서는 FAR Subpart 17.2

에서 규율하고 있다. 옵션계약은 장기계속계약과는 동일하지 않다. 장기계속계약은 전체 

기간 동안 구매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지만 옵션은 구매의 가능성만을 남겨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옵션계약에 따른 추가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공무원은 재원확보가 가능

하다는 점과 추가구매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결정해야 한다. 

옵션계약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추가구매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

은 아니다. 추가구매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계약공무원은 가격과 다른 관련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는 것이 옵션계약에 따른 추가구매를 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가격이나 더 유리한 제안을 낳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한다. 

입찰공고에서는 옵션에 평가되기 위한 기초를 기술한다. 예상되는 시장상황은 추가구

매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옵션을 결정하기 위해서 계약공무원

은 계약에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에 의한 고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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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공무원이 추가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연도에 계약상대방이 모든 행정적인 요

건을 충족시켜다는 점에 대해서 인증해야 한다. 이러한 인증이 이루어지게 되면 추가구

매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최초의 계약이 변경되며, 필요한 계약조항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봉함입찰(일반경쟁입찰)을 활용할 수도 있고 협상에 의

한 계약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다.  

3. 선도기업계약 

선도기업계약(leader company contracting)은 FAR Subpart 17.4에서 규율하고 있

다. 선도기업계약은 예외적인 획득기술(extraordinary acquisition technique)이며 이는 

특별한 상황에만 한정되며, 해당기관의 절차에 따라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품이나 시스

템의 개발자나 유일한 생산자는 이 획득기술 하에서 선도기업(leader company)으로 지

정되며, 승인된 계약 하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후발기업(follower company)에게 노하

우를 전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들 후발기업들도 공급이 가능토록 한다. 

이러한 계약방법의 목표는 다음에 있다. ① 조달기간의 단축, ② 공급자의 지리적 분

산의 달성, ③ 희소한 수단이나 특별한 장치의 사용을 극대화함, ④ 제품생산에 있어서 

경제효율성의 달성, ⑤ 장치의 단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부품의 부합성과 표준화를 보

장하며, 부품상호간의 교체가능성을 높임. ⑥ 더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통해 해결이 되지 

않는 재산 데이터의 사용문제를 해결함, ⑦ 개발로부터 제품생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최종제품이나 주요부품의 경쟁적 회득을 촉진함(FAR 17.401).

선도기업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① 선도기업이 필요한 제품 노

하우를 가지고 있고 후발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때, ② 선도기업의 지

원이 없이는 다른 자원이 정부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 없을 때, ③ 선도기업에게 요청되

는 지원이 후발기업들이 해당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부분에 제한될 때, ④ 해

당기관의 절차에 따라 승인된 때. 선도기업계약이 사용될 때에는 정부는 선도기업과 후

발기업간의 하도급계약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해야 한다(FAR 17.402).

계약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선도기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선도

기업과 원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도기업으로 하여금 최종생산품의 일정분량을 후발기

업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이 후발기업이 해당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부

과하는 방식, ② 선도기업에게 후발기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원도급계약을 체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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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품생산과 관련해서는 후발기업과 직접 원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③ 후발기업과 

원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후발기업으로 하여금 선도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지원

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 계약공무원은 선도기업계약에 계약거래비밀의 공개, 기술

디자인 또는 개념,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특정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분명

한 협약내용이 들어가도록 보장해야 한다(FAR 1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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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권리구제절차32)   

제1절 행정청에 대한 이의신청

현재의 입찰자, 또는 장래의 입찰예정자로서 낙찰의 성공 또는 실패에 의해 경제적 이

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33)은 발주청(procuring agency) 에 계약체결 

전후에 이의신청(protest)을 할 수 있다.34) ‘계약체결 이전’에 이의신청이 이루어질 때에

는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해 발주청은 낙찰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예외에 해

당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즉, 물품 또는 서비스가 긴급하게 요청되는지 여부, 빨리 계

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부당하게 연기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결정

이 긴급하게 요청되는 때가 그것이다.35) 

‘계약체결 이후’에 이의신청이 이루어질 때에는 발주청은 계약의 이행을 정지하거나 

이미 낙찰된 계약을 해지할 필요는 없다. 단, 만약 낙찰이 무효화될 것처럼 보이거나 물

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것이 지연되는 것이 정부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때에만 그러하다. 이 경우에 발주청이 낙찰을 받은 계약자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 하에 계약이행정지의 상호합의를 추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36)

1995년에 대통령은 집행명령(Executive Order) 12979를 발령하였는데, 이 명령은 

발주청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외에 행정청 자체 내에 조달계약의 낙찰과 관련된 이의신청

을 다룰 수 있는 행정절차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ADR의 기법의 사

용, 중립적인 제3자의 활용, 다른 행정청의 공무원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절차에

서는 법률 또는 규칙을 위반하고 그렇게 해서 이의신청인에게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주

장되는 계약공무원의 결정을 심사한다.37) 

32) 이하의 내용은 김대인,｢행정계약법의 이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총서 제9권, 경인문화사, 2007 및 FAR Part 33 

참조. 

33) FAR 33.101. 

34) Keyes, Government Contracts, p. 329 참조.

35) FAR 33.103 (f).

36) Keyes, Government Contracts, p. 330 참조.

37) Tiefer Charles/Shook, William A., Government Contract Law, Carolina Academic Press, Durham 1999, p. 

4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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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감사원에 대한 이의신청

1921년 이래로 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은 1921년의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하에서 정부계약 사건들을 처리해왔다. 이 법은 그에게 미국정부에 의

한, 또는 미국정부에 대한 모든 이의신청과 요구, 그리고 미국정부가 채무자 또는 채권자

로서 관계하고 있는 모든 회계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여기서 입찰이

의신청(bid protest)을 결정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감사원에 부여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1년 이래로 감사원은 계약체결 이전의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해왔

고,38) 이러한 관행은 1984년의 ‘계약에 있어서의 경쟁법’(Competition in Contracting 

Act)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정되었다.39)

계약자 선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이해관계인은 ‘입

찰자와 장래의 입찰자 또는 청약자로서 계약대상자의 결정 또는 계약대상자 결정의 잘못

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의미하는데, 앞서 본 발주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과 동일한 개념이다.40) 

감사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관할권의 한계를 갖는다. 우선 감사원은 낙찰을 받지 못한 

입찰자가 낙찰 받은 자의 독점금지법 위반을 주장하는데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정부의 계약공무원에게 그런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부과하게 될 것

이고, 조달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41)

감사원은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에 계류된 적이 있는 쟁점들을 결정하는 것을 거

부한다. 마찬가지로, 감사원은 특허침해 쟁점을 다루는 것을 거부하였다. 왜냐하면 정부 

또는 정부의 계약자에 의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구제수단은 미국

의 연방배상청구법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42) 

1985년 1월 15일에 새로운 이의신청시스템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르면 감사원장은 

38) Keyes, op. cit., p. 331 참조.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체결과 관련된 분쟁(contract formation disputes)은 감

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에서 다루며, 계약이행과 관련된 분쟁(contract performance disputes)은 계

약분쟁심의위원회(Board of Contract Appeals, BCAs)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 분쟁해결기관에서 서로

의 영역을 침범하여 관할권의 대상이 근접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Joshua I. Schwartz, Public Contracts 

Specialization as a Rational for the Court of Federal Claims, 71 Geo. Wash. L. Rev(2003), p. 874 참조. 

39) Keyes, op. cit., p. 332 참조.

40) 여기서 ‘잠재적 입찰자 또는 청약자’의 예로는 비록 입찰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입찰공고에 문제가 없었다면 입찰

에 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들 수 있다.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가진 자’라 함은 만일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될 수 있었거나, 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경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자를 의

미한다. 노수철, “정부조달계약의 분쟁절차의 비교법적 연구”, 군수조달관계법세미나 논문집(제2집), 2002, 44면 참

조. 

41) Keyes, Government Contracts, p. 333-334 참조.

42) Keyes, Government Contracts, p. 3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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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수단을 권고하기만 한다.43) 그러나 행정청들은 행정청이 그러한 권고를 완전히 따르

지 않는 때에 60일 이내에 감사원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의 감사원 이의신청시스템은 

1991년 4월 1일에 발표된 규칙에 따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의신청인이 요청할 경

우에는 ‘대심형식의 적법절차’(form of adversarial due process)를 거칠 수 있다.44) 

감사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지 하루 내에 계약행정청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계

약체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행정청은 계약자에게 ‘즉각적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 계약체

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입찰자들 또는 청약자들은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

우 누가 계약을 할 실체적이고도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를 통지받

아야 한다.45) 

43) 법무부에서 감사원이 자문적인 기능을 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의 분립을 위반하는 셈이라고 지적한 것이 

그 배경이다. 

44) Keyes, Government Contracts, p. 335 참조.

45) Keyes, Government Contracts, p. 3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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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방지방법원에서의 소송 

전통적으로 연방법 하에서, 낙찰을 받지 못한 입찰자는 형평법상 그에게 계약을 체결

하도록 연방조달행정청을 의무지우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었다. 1970년 전까지

는 감사원이 가장 신속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입찰이전의 분쟁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곳

이었다.46) 그런데 1970년에 들어와서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변화

는 Scanwell Laboratories, Inc. v. Schaffer 사건47)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은 자의적으로 낙찰을 하였다고 주

장하는 자에게는 연방행정절차법48)하에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낙찰이 ‘자의적인 재량권의 남용 또는 

기타 법의 위반’에 기해 이루어진 때에는 연방지방법원은 낙찰에 따른 계약진행을 잠정

적 또는 종국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식의 연방행정절차법상의 소송에서

는 법원이 전면적으로(de novo) 심사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기록에만 의존하여 제한적으

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낙찰과 관련된 심사에 있어서는 발주청이 제출한 서

류만으로는 낙찰의 위법성을 제대로 심사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원고가 발주청을 상대로 제한적이나마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다.49)

연방지방법원에서 낙찰을 다투기 위해서 원고는 다음의 둘 중의 하나를 입증해야 한

다. 즉, ① 계약공무원의 결정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여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졌

다는 점, ② 낙찰이 법령을 분명하게 위반하고 이러한 법령위반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다는 점 중의 하나를 입증해야 한다.50)     

46) Keyes, Government Contracts, p. 338-339 참조.

47) 424 F.2d 859 (DC Cir. 1970). 이 사건에서 Cutler Hammer社는 최저가로 입찰에 참가했고, 이 회사가 계약을 체

결했다. Scanwell Laboratories社는 두 번째 저가입찰자였는데, 최저가입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주청이 Cutler 

Hammer社에게 낙찰을 한 것은 조달규칙 및 1946년의 행정절차법(APA)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했다.

48) 연방행정절차법 제702조

    행정청의 행위에 의하여 위법한 침해를 당하거나 관계법률의 의미 내에 속하는 행정청의 행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당

한 자는 그 행위에 대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 

49) Tiefer Charles/Shook, William A., Government Contract Law, Carolina Academic Press, Durham 1999, p. 

523,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219면 참조.  

50) Tiefer Charles/Shook, William A., Government Contract Law, Carolina Academic Press, Durham 1999, p. 

523,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2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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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방청구법원에서의 소송

종래의 연방청구법원(US Court of Claim)은 1887년에 제정된 Tucker Act에 의해서 

연방정부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관할권이 인정

되었다. 다만 이 당시의 Tucker Act는 원고에게 소요된 비용에 대한 배상청구만을 인정

하였고, 이미 이루어진 낙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인정하지 않았다.51) 또한 

Tucker Act에 기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원고적격은 사실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

주될 수 있는 자, 즉 실제입찰자에 제한되었다.52)  

연방청구법원(US Court of Claim)은 1992년의 연방법원개선법(Federal Court Improvement 

Act)에 의해 ‘US Claims Court’로 이름이 바뀌면서 정부조달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제1심 전문법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처음에는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제기된 소송만을 

담당하였다. 그 후 1992년의 연방법원관리법(Federal Courts Administration Act)에 의

해 다시 ‘US Court of Federal Claims'로 이름이 바뀌면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낙찰에 

대한 사법심사권한도 인정받았다.53) 

연방청구법원(US Court of Federal Claims)의 관할은 1996년에 제정된 행정분쟁해

결법(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에 의해 보다 명확하게 되었다. 동 법률 

제12조에서는 연방청구법원이 연방지방법원과 함께 계약체결이전과 이후의 분쟁에 대해

서 관할권을 가짐을 명확하게 했다. 또한 동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까지 원

고적격을 확대하였다.54) 이처럼 연방배상청구법원은 정부계약에 관한 두 가지 분쟁을 모

두 다룬다는 점에서 상당한 장점이 있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법원으로서 성장할 가능성

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55) 

51) Keyes, Government Contracts, p. 372, 노수철, “정부조달계약의 분쟁절차의 비교법적 연구”, 군수조달관계법세미

나 논문집(제2집), 2002, 51면 참조.  
52) Unites States v. John C. Grimberg Co., 702F.2d 1362(Fed. Cir. 1983).

53) Tiefer Charles/Shook, William A., Government Contract Law, Carolina Academic Press, Durham 1999, p. 

523,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219-220면 참조.   참조.

54) 여기서의 이해관계인은 ‘입찰자와 장래의 입찰자 또는 청약자로서 계약대상자의 결정 또는 계약대상자 결정의 잘못

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서 감사원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신청인적격과 거의 내용이 동

일하다. 노수철, “정부조달계약의 분쟁절차의 비교법적 연구”, 군수조달관계법세미나 논문집(제2집), 2002, 54면 참

조. 

55) Joshua I. Schwartz, Public Contracts Specialization as a Rational for the Court of Federal Claims, p. 867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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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의 이의신청

1978년의 계약분쟁법(Contract Disputes Act)은 행정청 내에 계약분쟁조정위원회

(Board of Contract Appeal)를 위한 법률상 근거를 정립하였다. 그런데 계약분쟁법에 의

해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약이 존재해야만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분쟁조정위원

회에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하다.56) 계약분쟁조정

위원회로의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전면적으로(de novo) 사건을 심리하며, 계약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확정 

및 법적 판단에 구속받지 않는다.57) 

56) Keyes, Government Contracts, p. 362-363 참조. 

57) Keyes, Government Contracts, p. 3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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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조달규정 국문 (주요 조문) >

제5장 계약행위의 공고

5.000 범위

이 장(part)은 계약기회와 낙찰 정보 공표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규율한다. 

5.001 정의 

이 장(part)에서 사용되는 “계약 행위(contracting action)”에는, Subpart 2.1에서 정

의하는 바와 같이, 기존 계약에서 정하는 범주를 벗어난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행위가 포함되지만, 기존 계약 내용 중에 변경 조항(Change clause)에 따른 계약변경이

나 자금제공 및 기타 행정관리적 변경과 같이 기존 계약조건내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

다. 

5.002 정책 

계약관은 다음 사항을 위하여 계약행위를 공고하여야 한다. 

(a) 경쟁을 촉진 

(b) 정부 요건을 충족시키는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 

(c) 소기업, 소규모 퇴역군인 기업, 소규모 상이용사 기업, 역사적저개발사업지역

(HUBZone), 소규모 약자기업, 그리고 소규모 여성주 기업들이 계약 및 하청을 얻는 것을 

지원 

5.003 범정부공고처(Governmentwide point of entry.) 

연방조달규정(FAR)상 공고 공표 요건을 위하여, 계약관은 범정부공고처(GPE)에 공지를 

송부하여야 한다. 

Subpart 5.1 정보의 공개(제공) 

5.101 정보 공개(제공)의 방법 

(a) 소기업법(15 U.S.C. 637(e))과 연방조달정책실법(41 U.S.C. 416)에서 요구하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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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계약관은 아래의 경우에 예정된 계약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25,0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정 계약행위는 요약하여 범정부공고처(GPE)

에 공고한다. (5.201 참고) 

(2) 10,000달러 이상 25,000달러 이하로 예상되는 예정 계약행위인 경우에는, 기밀이 아

닌 입찰요청 통지나 그 입찰요청 통지의 사본을 5.207(c)의 요건에 맞추어 적절한 전자

적 수단을 사용하여 공공장소에 게시한다. 이 공지에는, 모든 책임 있는 공급자(계약대

상자)들은 기관이 검토(답변이 기한 내에 접수된 경우)해야 하는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입찰요청서가 발행되기 전까지 게시되어야 하

고, 최소 10일이나 견적서가 공개될 때까지 중 늦은 날짜까지 게시되어야 한다. 

(i) 공고가 아닌 입찰요청서를 게시하는 경우, 계약관은 5.207(c)의 요건에 충족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관은 입찰요청서에 날인을 하거나, 입찰

요청서 표지로, 또는 게시 장소에 일반적인 설명문을 비치함으로써 공고 요건을 충족시

킬 수 있다. 

(ⅱ) 5.207(a)(1), (a)(4)부터 (a)(9), 또는 (a)(11)에 규정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구두 입찰요청서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GPE를 통해서 예정 계약행위의 공고와 입찰요청

서에 접근할 수 있고 해당 공고가 입찰요청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전자적 회신을 허용

하는 경우에 계약관은 동 section의 게시 요건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ⅲ) 계약관은 정부시설 중 일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전자적 게시판을 

이용함으로써 공개 게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정부 시설 밖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전자 시스템을 공개 게시에 사용한 계약관은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정기적

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b) 그리고 다음 방법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예정 계약의 목록들이 나와 있는 유인물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5.101(a)(2)에서 정

한 바대로 게시 

(2) 지역무역협회가 그 회원들에게 정보를 배포하는 것을 지원

(3) 정부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발행되는 신문·무역 저널·잡지(간행물)·기타 대량 언

론 매체에 예정된 계약을 간략히 발표

(4) 다음 사항에 한정하여, 신문이나 기타 언론 매체에 유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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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계약관은 다른 방법으로는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만 예정 계약에 대해서 유료 광고를 낼 수 있다(5.205(d) 참고).

(ⅱ) 계약관은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가 콜롬비아 특별구 또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내 인

접 지역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관련 노동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콜롬비아 특별구내에서 

발행·인쇄되는 신문에는 예정 계약의 광고를 낼 수 없다(44 U.S.C. 3701 참고).

(ⅲ) 신문에 게재된 광고는 44 U.S.C. 3702에 따라 적절한 서면권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5.502(a) 참고). 

5.102 입찰요청서의 활용

(a)(1) 동 section의 (a)(5)항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계약관은 GPE를 통해 요약된 입

찰요청서를 이용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규격서, 기술 데이터 및 계약관이 필

요하다고 판단한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GPE로의 전송은 

http://www.fedbizopps.gov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용가능한 인터페이스 설명에 따라 이루

어져야 한다. 

(2) 입찰요청서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GPE를 통해서 이용하게 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비

용효과적인 경우에, 계약관은 이를 활용한다.

(3) 동 section (a)(1)항의 내용에 부합하기 위해서, 계약관은 전자 상거래망을 통해 전

송된 입찰요청서가 GPE에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접근과 배포를 모니터하기 위한 추가적 통제가 필요한 정보(예를 들어, 기술 데이

터, 규격서, 지도, 건물디자인, 일정 등)를 입찰요청서에 포함하기로 기관이 결정한 경

우에는, 이 section (a)(5)에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정보는 GPE의 강화

된 통제조건 하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GPE는 이 Part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약 및 광고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5) 계약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 section (a)(4)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GPE를 통

해서 입찰요청서를 게시할 필요가 없다.

(i) 공개가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예, 기밀정보나 수출 통제를 받는 정보의 노출을 초

래) 다른 안보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제안서(proposal)를 제출하거나 계약을 이행

하기 위해서 기밀 사항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는 GPE를 통한 입찰요청서 

게시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없다. 

(ⅱ) 해당 파일의 성격(예, 크기와 형태)상, GPE를 통해서 입찰요청서에 접근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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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거나 실용적이지 않은 경우. 

(ⅲ) GPE를 통한 접근이 정부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기관의 선임 조달관이 서면 결정

을 내린 경우 

(6) 해당 조달이 브랜드명 규격서를 포함하는 경우, 계약관은 입찰요청서에 6.302-1(c), 

13.106-1(b)나 13.501가 요구한 사유나 문서(서류), 또는 필요에 따라 작성한 사유나 문

서를 포함시켜야 한다(6.305를 참고).

(b) 이 section (a)(5)에 해당하여 GPE를 통해서 입찰요청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다른 전자적 방법(예, CD-ROM이나 전자메일)이 실용적이고 비용 효과적이라면 이를 

활용해야 한다. 입찰요청서가 물질적 매체(예, 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제공되거나, 종이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i) 계약관은 입찰요청서 사본 및 규격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다른 관련 정보들을 합리

적인 수량만큼 비치해 둔다.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면, 최초에 요청하지 않은 잠

재적 공급자들에게도 입찰요청서의 사본을 우송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ⅱ) 출판업자, 무역협회, 정보서비스, 및 기타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이 

계약부서에서“선착순(fist come first served)”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입찰요청서 사

본을 비치하여야 한다(건설업에 대해서는, 36.211을 참고). 

(ⅲ) 최초의 사본이 다 소진된 후에 사본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검토와 복사를 위해서 입

찰요청서 및 다른 문서(서류)의 사본을 보유한다. 

(2) 실제 복사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찰요청서 관련 문서의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c) 5.101(a)와 (b)에 있는 예정된 계약 정보의 제공 방법에 추가하여, 15 U.S.C. 

637(b)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규모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제공한

다. 

(1) 입찰요청서와 규격서 사본. 입찰요청서가 전자정보 교환방식에 따라 제공된 경우, 

소규모 기업의 전자주소로 직접 해당 입찰요청서를 제공할 수 있다.

(2) 입찰요청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계약부서 직원의 성명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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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을 이행하면서 소규모 기업이 지켜야 하는, 각각 적용가능한 주요 연방법이나 

기관 규칙에 대한 적절한 인용

(d) 공고 과정에 전자상거래(Subpart 4.5 참고)가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요청서의 

이용은 전자적 수단으로 한정될 수 있다. 

(e) 당초에 응찰을 요청받지 않은 회사가 완전공개경쟁이 아닌 조건으로 공표된 입찰요

청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사본을 요청한 기업에게 해당 입찰요청서는 Part 6에 따

라 승인된 회사나 특정 회사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 후에, 그 사본을 

제공한다.

(f) 5.102조는 기관의 보안요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기밀 계약(classified 

contract)에 적용된다(5.202(a)(1) 참고). 

Subpart 5.2 예정된 계약행위의 요약 공고

5.201 일반

(a)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15 U.S.C. 637(e))과 연방조달정책실법(41 U.S.C. 

416)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관들은 이 section (b)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 계약행

위를 공고하여야 한다. 

(b)(1) 해당 물품 및 서비스 조달이 5.202에 정한 예외적인 경우와 5.205에 정한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계약관은 다음의 공고를 GPE에 전송하여야 한다.

(i) 5.101(a)(1)의 한도액을 갖는 계약행위

(ⅱ) 5.101(a)(1)의 한도액을 갖으며, 물품이나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한 기존 계약의 변

경

(ⅲ) 금액에 상관없이, 정부에 유리한 계약행위

(2)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공지를 전송하는 경우, 계약관은 공지가 GPE에 전송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c) 공지를 하는 주요 목적은 소규모 기업들이 조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

고, 그들이 계약 및 하청 기회를 확인함으로써 경쟁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d) GPE는 인터넷을 통해 http://www.fedbizopps.gov로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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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 예외

계약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5.201에 따라서 공지할 필요가 없다: 

(a) 계약관이 아래와 같이 결정하는 경우 - 

(1) 요약 공고(synopsis)를 작성하면서 기관의 수요(needs)를 공개할 수밖에 없고, 그러

한 공개가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예, 기밀정보의 노출 초래). 예정 입찰요청서나 

예정된 계약행위가 기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또는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면서 기밀 사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요약 공고의 예외 사

유가 될 수 없다.

(2) 예정 계약행위가 6.302-2에서 규정한 조건하에 이루어지고 (또는 간이조달 

(simplified acquisition)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구매에 있어서, 만일 비정상적이고 강제

적인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실행 가능한 범위까지 경쟁이 배제된다면), 해당 기관이 

5.203에 명시된 공고 기간을 따른다면 정부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3) 예정 계약행위에 있어서, 기관에게 물품/서비스의 조달 비용을 변제하라는 외국정부

의 서면 지시나 미국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간 국제협약이나 조약의 조건 때문에, 

특정 공급자로부터 조달이 이루어진다.

(4) 예정 계약행위가 정부 기관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소기업법 8조에 

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에 의해 이루어지

는 조달이나 맹인 및 중증장애인구매위원회 규칙에 따라 맹인작업장과 같은 특정 공급자

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달이 포함된다.

(5) 예정 계약행위가 전기통신 서비스가 아닌 유틸리티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하나의 

공급자만이 이행 가능하다.

(6) 예정 계약행위가 Subpart 16.5에 의해 이루어진 주문이다.

(7) 예정 계약행위가 1982년 소기업혁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Pub L. 97-219)에 따라 제안서를 수락한 결과로 인한 것이다.

(8) 예정된 계약행위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비요청 연구제안서를 수

락한 결과로 인한 것인데, 이를 5.207에 따라 공고하게 될 경우에 제안된 연구의 독창적

인 사고나 혁신성을 부당하게 공개하게 되거나 해당 제안서와 관련된 독점적 정보를 노

출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예정 계약행위가, 비요청 연구제안서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특정 연구서비스를 수행할 공급자의 독특한 능력에만 근거하여 수락되었다면 예외사항에 



- 97 -

해당되지 않는다.(6.302-1(a)(2)(i) 참고)

(9) 예정 계약행위가 변질되기 쉬운 생필품(subsistence supplies)에 관한 것으로, 사전 

공고가 적절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

(10) 예정 계약행위가 승인된 재판매를 위한 상표 상용품목(commercial item)에 관한 

6.302-3, 6.302-5의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6.302-7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

는 것으로, 사전 공고가 적절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 

(11) 예정 계약행위가, 5.207의 요건에 맞춰 세부사항들을 충분히 담아서 이전에 요약 

공고되었던 기존 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따라서 이루어진다. 

(12) 예정 계약행위가 국방 기관에 의한 것이고 미국 및 해외속령(outlying area)을 벗

어나서 이루어지고 이행되므로, 오로지 현지 공급자만이 입찰요청을 받게 될 것이다. 하

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예정 계약행위에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Subpart 25.4 참고). 

(13)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i) 예정 계약행위의 금액이 간이조달 기준금액(threshold)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ⅱ) 예정 계약행위가, GPE 공고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다.

(ⅲ) 예정 계약행위가 일반 국민들이 전자적으로 입찰요청서에 응하는 것을 허용한다.

(14) 예정된 계약행위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소송 또는 분쟁에서 연방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써 6.302-3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

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b) 기관장이 연방조달정책 관리관 그리고 소기업청 관리관과 협의한 후, 서면으로 사전 

공고가 적절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5.203 공표 및 회신 기간 

기관이 5.201에 따라 예정 계약행위를 공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

라야 한다.

(a) 기관은 범정부공고처(GPE)에 예정 계약행위를 공고하여야 한다(5.201 참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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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및 회신기간은 공표일을 기준하여 산정된다. 공표일이란 GPE에 공지가 나타난 날을 

말한다. 공고는 입찰요청서가 발행되기 최소 15일전에, 또는 정부가 6.302에 따라 한 공

급자에 대해서만 입찰요청하여 협상하는 예정 계약행위가 공개되기 최소 15일 전에 공표

되어야 한다. 다만, 상용품목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계약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

다: 

(1) 입찰요청서 발행 기간을 더 짧게 설정할 수 있다.

(2) 요약공고 절차와 입찰요청서 절차를 결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12.603 참고) 

(b) 계약관은 잠재적 입찰자(제안자)들이, 25,000달러 이상 간이조달 기준금액 미만의 

금액으로 예정된 각각의 계약행위(해당 공고와 입찰요청서에 대한 정보를 GPE를 통해 얻

을 수 있는 계약행위도 포함)와 25,000달러 이상의 금액으로 상용품목을 조달하는 각각

의 예정 계약행위들에 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회를 제공하는 입찰요청서 회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관은 입찰요청서 회신기간을 정할 때, 복잡성·상업성·활용

성·긴급성과 같은 개별 조달의 상황들도 고려하여야 한다. 

(c) 예정 계약행위가 간이조달 기준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용품목 조달

을 제외하고(5.203(b)를 참고), 기관은 입찰요청서 발행일부터 최소 30일간의 입찰서나 

제안서 접수 기간을 허용하여야 한다.

(d) 기관은 예정 계약행위가 간이조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축가-엔지니어 서

비스(architect-engineer services) 계약 계획을 발표한 날부터 최소 30일간, 기본주문

합의서나 이와 유사한 합의서에 따라 주문서를 발행하기 전 최소 30일간의 회신 기간을 

허용하여야 한다.

(e) 기관은 예정된 계약행위가 간이조달 기준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연

구 개발로 분류되는 예정 계약행위에 대해서는 5.201에서 요구하는 공지가 공표된 날부

터 제안서나 입찰서를 접수하기까지 최소 45일간의 회신기간을 허용해야 한다. 

(f) 기관 담당관이나 직원들은 이 subpart에 규정된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정보제공 

요청에 답변할 수 있다.

(g) 계약관은, 반대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해당 공고가 GPE에 전송된 다음날부터 

공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관은 이 section (a)

항에서 (d)항에 명시된 의무적 대기시간 또는 회신기간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특정 공

지가 계약관이 간주한 기간에 실제로 공표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계약관은 입

찰서(offers)의 접수기한을 연장할지 아니면 5.202(a)(2)에 따라서 예정 계약행위의 절

차를 진행시켜야 하는 상황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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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이 sectioon 에 명시된 요건들에 추가하여,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WTO GPA)이

나 자유무역협정(FTA)의 적용을 받는 조달의 경우에는(Subpart 25.4를 참고), 요약 공고 

공표 시기와 입찰서(제안서) 접수 사이의 기간이 40일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달

이 연간 계약의 일반 범주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계약관은 이 기간을 10일까지로 단축시

킬 수 있다.

5.204 사전 공고(Presolicitation notices) 

계약관은 GPE를 통해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15.210와 36.213-2 참고). 계약관은 입찰요

청서를 발행하기 전에 예정 계약행위를 요약 공고하여야 한다(5.201 및 5.203 참고).

5.205 특별 상황 

(a) 연구개발(R&D) 사전공고. 시장조사 결과 적절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기업이 없는 경우, 계약관은 잠재적 R&D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공지를 GPE에 할 수 

있다. 보안 요인 상 공표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 공고를 할 수 없다. 사전 공고

를 통하여 잠재적 공급자들에게 R&D 프로그램을 알림으로써, 공급자들에게 자기들의 능

력을 평가할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다. 계약관은 사전 공고에 응한 잠재

적 공급자들을 후속 입찰요청서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사전 공고는“연구개발 공급자 모

집(Research and Development Sources Sought)”이라는 제목으로 하여, 계약관, 또는 프

로그램 기술의 상세내용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계약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포함하

여야 한다. 이는 공급자들이 그들의 연구개발 능력 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이다. 5.202가 적용되는 예외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관

은 이전의 사전 요약 공고에서 발생한 요청사항들을 반영하여, 연구개발 계약을 위한 모

든 후속 입찰요청서를 요약 공고하여야 한다(5.201 참고).

(b) 연방자금으로 운용되는 연구개발센터. 연방자금 연구개발센터(FFRDC) (Part 35 참

고)를 설립하거나 그 기본 목적 및 임무를 변경하기 전에, 발기인은, FFRDC를 지원하거

나 FFRDC의 기본 목적 및 임무를 변경시키려는 기관의 의사를 나타내는 공고를 GPE와 연

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적어도 3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고는 이행될 노

력의 범위와 성격을 표시하고, 외부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 행위가 법률에 의한 것

일 때에는 공지가 필요하지 않다. 

(c) 특별 통고. 계약관은 사업 박람회, 장기 정부조달 계획, 사전입찰설명회나 사전제안

설명회, 회의, 그리고 검토용 입찰요청서 초안이나 규격서 초안의 활용과 같은 조달 사

안들에 대해서 GPE에 특별 통고를 할 수 있다.

(d) 건축-설계(Architect-engineering) 서비스. 계약관은 건축설계 서비스 계약을 하려

는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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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202에 따라 예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관은 총 보수(모든 단계와 옵션 포

함)가 25,0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정 계약행위 각각을 GPE에 요약 공고하여

야 한다.

(2) 총 보수(total fee)가 10,000달러 이상 25,000달러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관

은 5.101(a)(2)에 따라야 한다. 예정 계약행위가 이 section (d)(1)항에 따라 요약 공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계약관은 입찰요청서나 입찰요청서 사본을 계약사무소 내에 있

는 공공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른 공표 방법도 5.101(b)에 따라 승인이 된다. 

(e) 예산관리국(OMB) 회람 A-76에 의한 정부-민간 경쟁. 

(1) 계약관은 각각의 간이 경쟁 또는 표준 경쟁을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에는 최소한, 

해당 기관·기관의 구성·위치·경쟁의 유형(간이형 또는 표준형)·경쟁 대상  활동·현 

서비스 제공자·해당 경쟁 활동을 수행할 공무원의 수·경쟁구매담당자(Competitive 

Sourcing Official)의 성명·계약관의 성명·입찰담당관(Agency Tender Official)의 성

명·예정된 경쟁 종료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계약관은 이행 결정(performance decision)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간이형 또는 

표준형 경쟁의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 (OMB 회람 A-76 참고)

(f) 8(a)조 경쟁 조달. Subpart 19.8에 따라 8(a)의 자격을 갖춘 기업으로 한정된 경쟁 

조달을 국가구매요건(a national buy requirements)에 맞춰 진행하려는 경우에, 계약관

은 예정 계약행위의 요약 공고를 GPE에 게시하여야 한다. 기관은 소기업청(SBA)에 공급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19.804-2 참고)과 동시에 GPE에 요약 공고를 게시할 수 있다. 해

당 요약 공고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조달은 8(a)의 자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된 경쟁을 거친다는 점 

(2)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 코드

(3) 참여 자격이 개발 단계 또는 개발과도기 단계에 있는 기업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

(4) 소기업청이 8(a) 프로그램 요건을 수락한 즉시 별도통보 없이 입찰요청서가 발행될 

것이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입찰요청서의 사본을 요청하도록 관심 있는 8(a) 기업들에게 

권장하는 것

5.206 하도급계약 체결의 기회 공고

(a) 다음의 공급자들은 하도급계약에 대한 경쟁을 추구하고, 자격이 있는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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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Zone 기업, 소규모 기업, 소규모 약자기업, 소규모 여성주 기업, 소규모 퇴역군인 기

업, 소규모 상이용사 기업의 하도급계약 참여를 증진하고, 정해진 하도급계약 계획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GPE에 공고를 게시할 수 있다.

(1)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을 낙찰 받은 계약자로서, 하도급 계약 체결의 가능성이 

있는 자

(2)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에 따르는 각각의 단계에서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하도급

계약 기회를 가진 자

(b) 공고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사업 기회 

(2) 사전 자격심사 요건 

(3) 요건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 

 

5.207 요약 공고의 작성과 제출

(a) 내용. GPE에 제출된 요약 공고는 가능한 한 다음의 정보 요소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위 코드(Action Code). 

(2) 날짜. 

(3) 연도. 

(4) 계약부서 우편번호. 

(5) 분류 코드(Classification Code) 

(6) 계약부서 주소

(7) 대상

(8) 예정 입찰요청서 번호

(9) 마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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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락처 또는 계약관

(11) 계약낙찰 및 입찰요청서 번호

(12) 계약낙찰 금액

(13) 계약서상 품목 번호

(14) 계약낙찰일

(15) 계약자

(16) 설명(description)

(17) 계약 이행지

(18) 할당(우선구매) 자격

(b) 전송. GPE로의 전송은 http://www.fedbizopps.gov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능한 인터페

이스 설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c)설명의 일반적인 형식. 경쟁에 불필요한 제한을 주지 않도록 물품이나 용역에 대

해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입찰예정자들(prospective offers)이 입찰요청서의 

사본 요청 여부와 같은 사항(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에 대해 사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1) 국가재고번호.(NSN)(지정된 경우) 

(2) 규격. 그리고 공급자 및 공급할 물품이나 서비스가 낙찰에 적합한 자격 요건을 충족

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자격요건에 대한 추가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서명(Subpar 9.2 

참고).

(3) 부품번호(part number), 도면번호(drawing number) 등을 포함한 제조자. 

(4) 규격, 넓이, 기타 형태, 상태 또는 기능 설명.

(5) 제조의 주재료. 

(6) 추가 수량 옵션을 포함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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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고 단위(Unit of issue).

(8) 도착지 정보. 

(9) 배송 일정. 

(10) 계약 기간. 

(11) 25,000달러를 초과 간이조달 한도액 미만으로 예측되는 금액으로 예정된 계약행위

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i) 계약을 낙찰하는데 사용되는 절차 설명(예, 구두 또는 서면 견적서) 

(ⅱ) 낙찰 예상일. 

(12) 건축설계 프로젝트, 그리고 공급이나 서비스 규정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기타 프로

젝트에 대해서는, 지역, 필요한 서비스의 범위, 가격대 및 한계가격, 계약 유형, 예상 

시작일과 예상 만료일, 그리고 다른 중요한 평가요소들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제시한

다.

(13)(i) 해당 입찰요청서에 연방조달규정(FAR) 52.225-3조와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자유무역협정-이스라엘 무역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 조항이 포함되

는 경우에는, 요약 공고에“동 조달에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품목은 자유무역협정 대

상에 해당한다.”라는 통지를 삽입한다. 

(ⅱ) 해당 입찰요청서에 연방조달규정(FAR) 52.225-5조, 무역협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요약 공고에“동 조달에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품목

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대상이다.”라는 통지를 삽입한다. 

(ⅲ) 해당 입찰요청서에 연방조달규정 52.225-11조 ,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무역협정에 따른 건축자재, 52.225-23조, 미국산 쇠·강철 및 기타 제조

품의 필수 사용-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무역협정에 따른 건축자재, 또

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요약 공고에“동 조달에서 한 개 또

는 그 이상의 품목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대상이다.”라는 통

지를 삽입한다.

(14) 비경쟁 계약행위인 경우(간이조달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계약행위 포함)에는, 

대상으로 삼은 공급자를 알리고, 경쟁을 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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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i) 6.302-1에 따라 단독 공급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책임 있는 공

급자는 기관이 검토해야 할 입찰서(bid), 제안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문구

를 삽입한다. 

(ⅱ) 6.302-1에 따라 단독 공급자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책임 있는 공급자는 기관이 검

토해야 할 계약이행능력진술서, 제안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한

다.

(16) GPE를 통해서 요약 공지된 입찰요청서를 GPE에서 볼 수 없게 된다면, 입찰요청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17) 입찰요청서를 전자정보교환 방식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입찰요청서를 전자적

으로 획득하고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18) 입찰요청서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술 정보가 해당 입찰요청서의 일부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http://www.fedbizopps.gov/처럼 해당 기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정부 

내 정보 출처를 알려준다.

(d) 할당(우선구매). 예정 조달을 소기업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할당하는 경우, 또는 지

역할당을 하는 경우에(Subpart 26.2 참고), 계약관은 요약 공고와 입찰요청서에 해당 할

당 내용을 밝힌다. 

(e) 요약 공고에서 사용한, 서비스 또는 물품 확인 코드. 계약관은 요약 공고 대상인 서

비스나 물품을 확인시킬 수 있도록 http://www.fedbizopps.gov/에서 정한 분류코드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f) 입찰요청서 취소 통지. 계약관은 예정 계약행위의 입찰요청서에 대한 취소(또는 무

기한 정지)를 공표할 수 있다. 

Subpart 5.3 계약 낙찰의 요약 공고

5.301 일반

(a) 이 section (b)와 5.003조에서 규정한 계약행위를 제외하고는, 계약관은 25,000달러

를 초과하는 다음과 같은 낙찰에 대해서는 GPE를 통해 요약 공고하여야 한다.

(1)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의 적용을 받은 낙찰 (subpart 25.4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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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계약 가능성이 있는 낙찰. 그러나 공지가 업계나 정부에 유리한 경우에는 달러

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의 낙찰에 대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b) 다음의 경우에는 이 section (a)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 해당 공고가 행정 기관의 수요를 노출시키고, 그 수요의 노출이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는 경우

(2) 해당 낙찰이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비요청 연구제안서를 수락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공고하면 예정 연구의 독창성과 혁신성 또는 그 제안과 관련된 

독점적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3) 「1982년 소기업혁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of 

1982) 」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로 인하여 낙찰된 경우

(4) 해당 계약행위가 subpart 16.5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문인 경우

(5) 해당 낙찰이 변질되기 쉬운 생필품에 관한 것인 경우

(6) 해당 낙찰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외의 설비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하나의 공급자만이 

있는 경우

(7)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ⅰ) 간이조달 기준금액 이하인 계약행위

(ⅱ) GPE를 통해 예정 계약행위 공고에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을 이용한 계약행위

(ⅲ) 일반 국민들이 해당 입찰요청서에 전자적으로 응하는 것이 허용된 계약행위

(8) 6.302-3조에 있는 완전공개경쟁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

상되는 소송 또는 분쟁에서 연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서비스를 낙찰한 경우 

(c)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인 경우에,  계약

관은 낙찰 후 60일까지는 GPE에 공고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반영한 요약 공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d) 6.305조에 따라서, 완전공개경쟁이 아닌 다른 경쟁으로 낙찰이 진행된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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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첨부해야 한다.

5.302 낙찰의 요약 공고 작성 및 제출

계약관은 계약 낙찰에 관한 요약 공고를 5.207조에서 정한 바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303 계약 낙찰의 발표

(a) 공개 발표

350만달러 이상(기관의 조달규정에 다른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한)의 낙찰인 경우에, 계

약관은 관계기관이 낙찰 당일에 워싱턴 D.C. 시각으로 오후 5시에 낙찰발표를 할 수 있

도록 충분한 시간동안 해당 낙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공개발표 

시간인 워싱턴 D.C. 시각 오후 5시 이전에는, 낙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보고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8조(a)에 의하여 소기업청과 이루어진 계약

(2) 납품 장소나 이행 장소가 미국 및 미국의 해외속령 밖인 외국회사와 이루어진 계약

(3) 5.202조(a)(1)에 의해 요약 공고가 면제되었던 계약

(b) 지역(현지) 발표

기관들은 계약낙찰에 대한 정보를 지역 신문 또는 다른 매체에 공개할 수 있다. 간이조

달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낙찰을 현지에서 발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봉함입찰(sealed bidding) 후의 낙찰인 경우에, 해당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경

쟁 후에 낙찰되었다는 설명, 입찰자 수 그리고 낙찰자 선정 기준(예컨대 가장 낮은 금액

을 제시한 이행능력 있는 입찰자)

(2) 협상 후 낙찰인 경우에는, 제15.503조(b)에 정한 정보. 그리고 (가격 또는 설계경쟁 

중의 어느 하나에 관한) 경쟁적 협상 후 낙찰인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설명 및 낙찰자 

선정 기준

Subpart 5.4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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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1 일반

(a) 조달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정부  예정

가격(Government estimates)을 작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 밖에 있는 잠재적 계

약자들과 그 밖의 자들로부터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 계약관은 해당 정보를 공개

하거나 잠재적 계약자와 그 내용에 대하여 논의해서는 안 된다.

(b) 계약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일반 국민에게 최상(최대)의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1) 사적인 이익에 과도하고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계획에 관한 정보

(2) 입찰자(제안자)로부터 비밀리에 받은 정보

(3)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Subpart 24.2) 또는 「사생활보호법

(Privacy Act)」(Subpart 24.1)에 의하여 보호가 필요한 정보

(4) 기관 간의 의견 교환에 관련된 정보(예컨대 기술적 검토, 계약 권한이나 그 밖의 이

유 또는 권고사항)

(c) 이 정책은 조달 과정의 각 단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

용된다.

5.402 일반 국민

계약관은 일반 국민과 공급자들이 특정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Subpart 24.1 또는 

Subpart 24.2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403 국회의원의 정보 요청

계약관은 국회의원이 특정 계약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제공으로 인하여 기밀사항, 영업 비밀정보 또는 경쟁 조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관은 해당 기관장에게 모

든 문서를 제공하고 대응을 위임해야한다. 그리고 법률지원실에 해당 조치사항을 알려야 

한다.

5.404 장기 조달(long-range acquisition) 견적서 공개

비밀보장이 필요 없는 장기조달의 견적서는, 산업(제조업)을 지원하고 물품 공급자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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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견적서는 가능한 한 훨씬 앞서서 공개

될 수 있다.

 

5.404-1 공개 절차

(a) 적용. 정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관장이나 지명 받은 자는 장기조달 견

적서를 공개할 수 있다.

(1) 기관이 계획하고 있는 산업을 지원하고 조달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촉진할 경우

(2)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예컨대 시장 또는 비축한 산업재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을 조

장하지 아니할 경우

(3) 해당 산업의 현행 또는 잠재적 가동(생산)능력을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을 경

우

(b) 조건

기관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기밀정보는 기관보안규정에 따라 현행 보안채널을 통하여 공개한다.

(2) 해당 정보는 이 장(part)의 규정에 정한 수단을 통해 따라 모든 당사자에게 동시에 

최대한 광범위하게 공개한다. 

(3) 공개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ⅰ) 견적서는 이용 가능한 최상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됨.

(ⅱ) 해당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음

(ⅲ) 개별 품목이나 품목의 종류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예정 계약행위가 GPE

에 요약 공고되거나 입찰요청서가 발행되기 전까지는 제공하지 않음.

(4) 각 공개내용에는 조달을 수행할 계약관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한다.

(5) 최초 공개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공개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수정사항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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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개는

(ⅰ) 사전에 소기업, 공공 정보 및 홍보담당 직원과 조정함.

(ⅱ) 소기업 할당(small business set-asides) 여부는 조달 절차가 시작될 때 결정된다는 

설명을 한다.

(ⅲ) 품목명 또는 품목에 대한 설명, 분기별ㆍ회계연도별 또는 그 밖의 기간별로 조달할 

예상 물량에 대한 정보를 담는다. 최근에 조달한 물품의 수, 단가 및 공급자의 성명과 같

은 부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5.404-2 장기조달 견적서 발표

장기조달 견적서가 공개되었으므로 계약관에게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GPE에 발

표함으로써 개별적인 수요에 일치하는 공개를 할 수가 있다.

5.405 조달정보의 교환

(a) 2곳 이상의 기관이 동일 물품이나 동일 종류의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거나 한 기관

(agency)이 두 곳 이상의 계약시행기관(contracting activity)을 통해서 동일 물품이나 

동일 종류의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주요 사안들 및 어렵거나 논란이 많은 사안들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들이나 계약시행기관들 간에 비용 · 가

격 자료 같은 정보들을 적절히 조정하고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의 조정과 교환은 

특히 조달을 계획하고 사전입찰요청하는 기간, 평가기간 및 낙찰전 조사기간에 유용하다.

(b) 계약시행기관이 주요 조달대상(major item)을 상당한 양으로 조달하거나, 주요 조달

대상을 상당한 양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경우에, 해당 계약시행기관은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과 동일한 대상을 조달했던 다른 기관이나 다른 계약시행기관으로

부터 적절한 정보(최종 물품 및 하도급 계약한 부품들에 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이

러한 요청을 받은 각각의 기관들이나 계약시행기관들은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

리고 계약관은 계약 협상 초기 또는 하도급계약을 검토할 때에, 계약자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최종 물품 및 중요부품과 관련해, 전에 정부와 맺었던 

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5.406 비경쟁 계약의 정당한 이유 및 승인 문서의 공개

완전공개경쟁이 아니고 비경쟁계약을 체결하는 정당한 이유를 6.305조에 따라 게시하여

야 한다. 

Subpart 5.5 유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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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 정의

이 Subpart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광고(advertisement)”란 통신 매체에 싣기 위하여 작성된 단일한 메시지를 말한다.

“공시(公示, publication)”란 다음과 같다.  

(1) 신문, 잡지, 무역저널이나 전문저널, 그 밖의 인쇄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

(2) 라디오 또는 TV에 광고를 방송하는 것

5.502 승인 권한

(a) 신문. 유료 신문광고의 승인권은 각 기관의 장에게 귀속되며, 위임될 수 있다(5 

U.S.C. 302(b)). 계약관은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절차에 따라서 서면승인을 얻어

야 한다. 

(b) 기타 매체. 기관장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신문 이외의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사전 서면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5.503 절차

(a) 일반

(1) 유료 광고 주문은 매체에 직접 하거나, 광고 대행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계약관은 소

기업 · 중소약자기업 · 소규모 여성주 기업 · 소규모 퇴역군인 소기업 · 소규모 상이용사

기업들이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상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관은 입찰요청서를 작성할 때, 표준서식 1449호(SF1449)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

자상거래나 최소구매용 정부상용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낙찰/주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낙

찰 또는 주문을 하는데 표준서식 1449호를 사용하어야 한다.

(b) 광고료

광고료는 민간 개인에게 청구되는 상업적 요금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통상적인 할인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c) 광고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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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광고의 청구서에는 광고의 사본 또는 발행인, 라디오 또는 TV 방송국, 광고 대행사

가 제공하는 공시(publication)에 대한 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44 U.S.C 3703). 광고

료를 지급한 부서는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지급 부서의 계

좌에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 광고의 증거를 보관하여야 한다.

(d) 지급

계약관은 광고료 청구서를 받으면, 기관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서면승인서를 

첨부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504 광고 대행사의 이용

(a) 일반. 

여러 출판물과 전국적 매체에 많은 광고를 실어야 하는 경우에, 광고를 작성하고 싣는데 

도움을 줄 광고 대행사와 기본주문합의를 할 수 있다. 광고대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는 광고 매체 선택에 대한 상담, 정부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체와 연락, 광고 주

문, 인쇄형태의 선정 및 주문, 광고 문안작성 그리고 개략적인 레이아웃의 작성이 포함된

다. 하지만 업무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b) 수수료 지급 매체의 활용

많은 매체들이 광고 대행사에게 수수료를 주거나 지면비용(space cost)을 할인해주기 때

문에(정부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를 활용한다면 정부는 해당 지면비용 이상의 비용을 들

이지 않고서 광고 대행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c) 수수료 무지급 매체의 활용

일부 매체는 광고 대행사에게 수수료를 주거나 할인을 해주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광고 

대행사와 동일한 요금으로 광고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광고 대행사가 수수료 무지급 

매체에 무료로 광고를 싣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기본주문합의서에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

여야 한다. 광고대행사가 무료로 광고를 게재함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합의

서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부가 해당 매체에 직접 주문할 수 있음을 규정

(2) 광고대행사가 주문을 한 경우에 정부가 지급할 금액을 특정

(d) 삽화, 공급물 및 부수적 업무. 기본주문합의서는, 광고대행사가 인쇄물을 제외한 삽

화, 공급물 및 부수적 업무, 안내책자 및 팸플릿을 제공할 것임을 규정할 수 있다. “부수

적 업무(incidentals)”에는 광고대행사가 정부를 대신하여 행한 전화 작업, 전보 작업 및 

우편료 부담이 포함될 수 있다.



- 112 -

Subpart 5.6 범정부계약의 공개

5.601 계약에 관한 범정부 데이터베이스

(a) 계약 및 다수의 기관이 사용하는 문서들에 관한 범정부 데이터베이스는 

www.contractdirectory.gov에서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는 기

존 계약의 내용 및 정부 수요를 충족하는데 사용한 다른 조달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b) 계약시행기관(contracting activity)은 

(1) 범정부구매계약(GWAC), 다수기관계약(multi-agency contract), 연방공급목록계약

(Federal Supply Schedule contract)의 낙찰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웹사이트의 지시

에 따라 www.contractdirectory.gov에 계약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또는 다수의 기관들

이 사용한 조달 문서들과 연방공급목록계약에 따른 일괄구매협정(BPAs) 자료를 입력해

야 한다. 

(2) 2003년 7월 24일 전에 낙찰되었던 모든 계약 및 다수의 기관들이 사용한 조달 문서

들을, 2003년 10월 31일까지 www.contractdirectory.gov에 입력하여야 한다.

Subpart 5.7 「2009년 미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에 따른 요건 공개

5.701 범위

이 Subpart는 「2009년 미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경기부양법)」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받은 계약 행위를 위한 사전입찰요청서 및 낙찰 공고의 게시 요건을 규정

한다.

5.702 적용

이 Subpart는, 경기부양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2만5천 달러를 초

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행위에 적용한다. 이 Subpart는 Subpart 5.2 및 5.3의 규정

과는 다르게, 가격을 정하지 않고 비경쟁적인 주문과 계약행위에 대한 추가 요건을 포함

하고 있다. 

5.703 정의

이 Subpart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과업 또는 납품지시계약”이란 16.501-1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납품지시계약” 및 “과

업지시계약”을 말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범정부구매계약(GWACs), 다수기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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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s) 및 납품불확정계약(indefinite-delivery contract), 수량불확정계약

(indefinite-quantity contract)이 포함된다. 다만, 단일공급자낙찰 또는 다수공급자낙찰 

여부를 불문한다. 연방공급목록계약(Subpart 8.4에 의한 일괄구매협정을 포함)또한 포함

된다.

5.704 낙찰 전 공고

(a)(1) 5.201에 정한 공고 절차에 따른다.

(2) 경기부양법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2만5천달러 이상의 주문의 

경우에, 예정 계약행위 공고가 필요하다. 과업 또는 납품지시계약의 경우에도 공고가 발

행된다. 이러한 공고는 “오직 정보제공만”을 위한 것이다. 계약관은 동시에 보통의 입찰

요청도 한다(예를 들어 e-bay에).

(b) 경기부양법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은 계약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는, 범정부공고처(GPE)(https://www.fedbizopps.gov)에 있는 지시사항(지침)을 활용한

다.

(c) 5.207(a)(16)에 따라 요구되는 설명(記述, description)에는, 물품 및 서비스(건설 포

함)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구두(narrative)로 설명하는 것도 포함

되도록 한다.

5.705 낙찰 후 공고

5.301에 정한 일반적인 공고절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301의(b)(3)

부터 (8)에 정한 예외에 우선한다.

(a) 과업 또는 납품지시계약에 따른 모든 주문 및 변경을 포함하여 50만달러를 초과하는 

계약행위는 낙찰 공고를 한다. 그리고 5.207 (a)(16)이 요구하는 설명에는, 물품 및 서비

스(건설 포함)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구두(narrative)로 설명하는 

것도 포함되도록 한다.

(b) 달러 가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행위(과업 또는 납품지시계약에 의한 모든 주문 

및 변경도 포함)를 비정액 ․ 비경쟁으로 낙찰을 받은 경우에, 낙찰 공고한다. 그리고 비정

액 및/또는 비경쟁 방법을 사용한 이유를 설명한다. 이러한 공고와 이유는 일반 국민들이 

GPE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내부소유정보(proprietary information)나 국가안보

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표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유의 게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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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행위      이유 게시 여부

(1) 계약이 경쟁에 의하여 정액으로 낙찰 필요 없음

(2) 계약이 비정액으로 낙찰 필요함

(3) 계약이 경쟁 없이 낙찰 필요함

(4)
신규 또는 현행 단일공급자낙찰IDIQ

계약에 따라 주문서 발행

(2) 또는 (3)의 계약에 의하여 주문이 행해진 경우

에 필요.

(5)
신규 또는 현행 다수공급자낙찰IDIQ

계약에 따라 주문서 발행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 필요.

(ⅰ) 정액가의 주문이 아님

(ⅱ) 기본적인 방법에 적용할 수 있는 경쟁 요건에 

대한 예외에 따라 낙찰됨(예컨대 공정한 기회절차에 

대한 예외에 따라 낙찰된 경우)

(6) 주문변경서 발행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경우에는 필요.

(i) (2) 또는 (3) 계약에 대한 변경

(ⅱ) (4) 또는 (5)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게시를 요구

하는 주문에 대한 변경

(7)

소기업계약승인에 따라서 계약이나 

주문이 낙찰(예컨대 SBA'의 8(a) 프로

그램)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 필요.

(ⅰ) 계약 또는 주문이 정액으로 행해지지 아니함

(ⅱ) 계약 또는 주문이 경쟁을 통하여 낙찰되지 아

니함(예컨대 비경쟁적 8(a) 낙찰) 

(c) 계약관은 경기부양법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행위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범정부공고처(GPE)(https://www.fedbizopps.gov)의 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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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물품과 서비스 공급원

8.000  이 장의 범위.

이 장은 정부 공급원(government supply source)의(를 통한) 물품 및 서비스 조달을 다

룬다.

8.001 일반

조달대상인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를 불문하고, 정보기술의 조달은 40 U.S.C. 11312

와 예산관리국(OMB) 회람 A-130에서의 자본계획 및 투자통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8.002  정부 공급원의 우선적 활용

(a) 8.003의 요건이나, 법률에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들은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하향식)의 공급원으로부터, 또는 발행물을 통해서 물품/서비스를 조달해야 한

다.

(1) 물품

(i) 해당 기관의 재고품

(ⅱ) 다른 기관의 초과용품(Subpart 8.1 참고)

(ⅲ) 연방교도소산업체 물품(Subpart 8.6 참고)

(iv) 맹인 및 중증장애인 구매위원회의 조달목록(Procurement List)에 있는 물품 

(Subpart 8.7 참고)

(v) 연방조달청(GSA) (41 CFR 101-26.3 참고), 방위사업청 (41 CFR 101-26.6 참고), 국

가보훈처 (41 CFR 101-26.704 참고), 군 재고품 관리소의 재고 프로그램과 같은 도매 공

급원

(vi) 의무적 연방 공급목록 (Subpart 8.4 참고)

(vⅱ) 임의적 연방 공급목록 (Subpart 8.4 참고)

(vⅲ) 상업적 공급원 (교육 및 비영리 기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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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i) 맹인 및 중증장애인 구매위원회의 조달목록에 있는 서비스 (Subpart 8.7 참고) 

(ⅱ) 의무적 연방 공급목록 (Subpart 8.4 참고)

(ⅲ) 임의적 연방 공급목록 (Subpart 8.4 참고)

(iv) 연방교도소산업체 (Subpart 8.6 참고), 또는  상업적 공급원 (교육 및 비영리 기구 

포함). 

(b) 이 section (a)에서 열거되지 않은 공급원은 41 CFR 101-26.301에서 규정된 바와 같

이 사용될 수 있으며, 6.302-2와 41 CFR 101-25.101-5에서 규정된 특이하고 상당히 긴급

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c) 맹인 및 중증장애인 구매위원회로부터 조달 가능한 물품이나 서비스로 자신들의 수

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정부기관의 법적 의무는, 계약자가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목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8.003  기타 정부 공급원의 활용

기관들은 특정 공급자에게서 조달되는 다음의 물품/서비스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a) 공익사업 서비스 (Part 41 참고)

(b) 인쇄 및 관련 물품 (Subpart 8.8 참고)

(c) 임대 차량 (Subpart 8.11 참고)

(d) 국가방위비축량(Defense National Stockpile)을 초과하는 재고품 중 전략적으로 중

요한 물품 (예를 들어, 금속 및 광석) (구체 정보는 아래 주소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Defense National Stockpile Center)

8725 John J. Kingman Rd., Suite 3229

Fort Belvoir, VA 22060-6223

(e) 헬륨 (Subpart 8.5—헬륨 조달을 참고). 

8.004  계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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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8-9에 있는,“물품 및 서비스 의무 공급원의 활용”규정을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삽입한다. 이것은 계약자가 정부사용을 위해, 맹인 및 중증장애인 구매위원회의 조달목

록에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계약관은 의무 공급원과 특정 공급

원에게서 구매해야 할 물품이나 서비스를 계약 목록(contract schedule)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Subpart 8.1 — 과잉 물자(Excess Personal Property)

8.101  [유보]

8.102  정책

기관들은 가능하다면, 기관용 물품의 첫 번째 공급원으로 과잉 물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실비를 정산해야 하는 계약자로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과잉 물자를 사용하여야 한

다. 기관의 직원은 계약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과잉 물자(개조가능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물자 포함)를 얻고 사용하여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

다.

8.103  사용가능한 과잉 물자에 대한 정보.

사용가능한 과잉 물자에 관한 정보는 다음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a) 연방조달청(GSA)이 발행되는 과잉 물자 카탈로그 및 게시물

(b) 연방조달청(GSA)이나, 해당 물자를 보유하고 있는 시행기관(activity)과 개별 연락

(c) 연방조달청(GSA) 지역사무소로 공급 요청서(GSA 1539호 양식[과잉 물자 요청서]) 제

출 

(d) 연방조달청(GSA) 지역사무소 내 과잉 물자에 대한 보고서 및 샘플 검토

8.104  보고 의무 없는 물자 획득

연방조달청(GSA)은 기관들이, 연방관리규정(Federal Management Regulations, 41 CFR 

102-36.90)에 따라 초과량 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유형의 물품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

도록 지원을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물품들이 필요한 연방기관은 적절한 연방조달청

(GSA) 지역사무소에 연락해야 한다.

Subpart 8.2—[유보]

Subpart 8.3—[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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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part 8.4— 연방공급목록(Federal Supply Schedules)

8.401  정의

이 Subpart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주문기관(Ordering activity)”란 연방조달청(GSA)의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 아닌 주문을 하거나, 일괄구매협정(B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승인된 기관을 

의미한다. 주문기관의 목록은 http://www.gsa.gov/schedul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록

에서 발주”를 클릭하고“연방조달청(GSA) 공급원을 사용하기 위한 자격”을 클릭하시

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란 유사하거나 동등한 종류의 물품/서비스에 대해서, 연방조

달청(GSA)이나 국가보훈처(VA)가 둘 이상의 공급자들과 다양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

는 제도를 의미한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 프로그램은 1949년 연방 재산 및 행정서비스법 

Ⅲ장과 U.S.C 40장 행정기관에 대한 서비스에서 주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요청기관(requiring agency)"이란 물품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전자 목록(Schedules e-Library)”이란 연방조달청(GSA)과 국가보훈처(VA)의 연방 공

급목록 계약 낙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소스를 의미한다. 전자 목록은 

http://www.gsa.gov/elibrary에서 접속할 수 있다.

"품목고유번호(SIN)"란 동일한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일반적으로 유사한(그러

나 동일하진 않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묶어놓은 그룹을 말한다. 

8.402  일반

(a) 연방 공급목록 프로그램은 연방조달청(GSA) 목록 프로그램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로 알려져 있다. 연방 공급목록 프로그램은 연방조달청(GSA)이 운영·관리하며, 연방 기

관들(8.002를 참고)에게 대량구매 가격으로 상업용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간

소화된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납품불확정계약(Indefinite delivery contracts)은 정해

진 기간 동안, 지정된 가격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조달청

(GSA)은 특정 책임들을 다른 기관들에 위임할 수 있다(예를 들어, 연방조달청(GSA)은 국

가보훈처(VA)가 VA 연방 공급목록 프로그램에 따라 의료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국가보훈처(VA) 연방 공급목록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 발주는 이 

subpart의 적용을 받는다. 국방부(DoD) 또한 군수품 조달을 위해 유사한 목록형 계약

(schedule-type contracting)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러나 국방부(DoD) 시스템은 이 

subpart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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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SA 목록(schedule) 계약은 모든 목록 계약자가“승인된 연방 공급목록 가격표”(가

격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표에는 목록 계약자가 제공하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가격표에는 품목고유번호(Special Item Number)와 관련한 

가격책정 및 조건사항이 담겨있다. 목록 계약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주문기관(ordering 

activity)에 가격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가격표 사본은 연방보급국(Federal 

Supply Service)에, schedules.infocenter@gsa.gov 주소로 이메일을 송부하거나 

1-800-488-3111로 전화하면 얻을 수 있다. 이 subpart는 목록 계약자와의 납품이나 과업 

지시에 관한 주요 정보 또한 포함하고 있다. 덧붙여, 연방조달청(GSA) 목록 계약부서는 

연방공급목록(FSS) 프로그램 개요에 관한 일반 개요를 담고 있고 관련 사항을 설명하는 

연방공급목록 책자를 발간한다. 주문기관은 http://www.gsa.gov/cmls에 접속하여 

Centralized Mailing List Service에 연락하거나, CMLS@gsa.gov로 이메일 요청서를 제출

하여 목록 책자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또는 GSA 457양식, FSS 책자 우편발송 목록 신

청서를 작성하여 GSA Centralized Mailing List Service(7SM), P.O. Box 6477, Fort 

Worth, TX 76115로 우편 발송함으로써 목록 책자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연방조달청

(GSA) 457양식 또한 상기 언급된 연락처로부터 얻을 수 있다.

(c)(1) GSA는“GSA Advantage!”라고 불리는 온라인 쇼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

문기관은 이를 통해서 목록을 비교하면서 주문을 할 수 있다. (주문기관은, 이전에“GSA 

Stock”또는“고객공급센터”라고 알려진 GSA 도매공급원인 Global Supply System을 통

한 주문에도 GSA Advantage!를 이용할 수 있다. 연방조달규정(FAR) Subpart 8.4는 연방

조달청(GSA)의 Global Supply System을 통한 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기관은 

GSA 연방보급국 홈페이지(http://www.gsa.gov/fss) 또는 GSA 연방공급목록 홈페이지 

http://www.gsa.gov/schedules를 통해서 GSA Advantage!에 접속할 수 있다.

(2) 주문기관은 GSA Advantage!를 통해서 특정 정보(예를 들어 국가재고번호, 물품번호, 

일반명칭)를 검색하고, 납품 옵션을 검토하고, 목록 계약자에게 직접 주문을 하고

(8.405-6을 제외), 범정부 상업용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d) 연방조달청(GSA)의 전자 견적요청(RFQ) 시스템인 “e-Buy”는 GSA Advantage!를 보

완하는 온라인 수단의 한 부분이다. 주문기관은 e-bay를 통해서 자신의 수요를 입력하여 

견적을 받고, 전자적으로 주문할 수 있다. 주문기관은 주문서가 브랜드명 규격서를 포함

하고 있는 경우에는 e-bay에 견적요청(RFQ)을 하여야 한다(8.405-6 참고). 주문기관은 

http://www.ebuy.gsa.gov에서 e-Buy로 접속할 수 있다. GSA Advantage!나 e-Buy에 대한 추

가적 정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메일주소 gsa.advantage@gsa.gov로 연방조달청

(GSA)에 연락하시오.

(e) 연방공급목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http://www.gsa.gov/schedules 웹사이트를 확인하시오. 목록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교

육과정에 대해서는 http://fsstraining.gsa.gov 웹사이트를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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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행정적 편의를 위해, 주문기관의 계약관이 연방공급목록에 없는(또한 공개시장 물품

으로 표시된) 물품을 연방공급목록 일괄구매협정이나 개별 과업지시나 납품 지시에 추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연방공급목록에 없는 물품의 구매와 관련된, 적용 가능한 모든 조달 규정들이 준수

된 경우 (예를 들어, 공표(Part 5), 경쟁 요건(Part 6), 상업적 물품의 조달(Part 12), 

계약 방법(Part 13, 14 및 15), 그리고 소기업 프로그램 (Part 19))

(2) 주문기관의 계약관이 연방공급목록에 없는 물품의 가격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

단한 경우

(3) 해당 물품이 주문서에 연방공급목록에 없는 물품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

(4) 연방공급목록에 없는 물품에 적용되는 모든 조항들이 주문서에 포함된 경우.

(g) 범정부 상업용 구매카드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여 최소구매 한도액 이하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자가 Treasury Offset Program(TOP)에 따라 징수될 부채를 갖고 있

는지 여부를 중앙계약자등록소(CCR) 데이타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없다.

8.403  적용

(a) 이 subpart의 절차는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1) 연방공급목록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개별적 주문

(2) 연방공급목록 계약에 의해 체결된 일괄구매협정(BPAs).

(b) 연방조달청(GSA)은 특정 목록에 대해 특수한 주문절차를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해

당 목록에 특수 주문절차를 명시한다.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연방 공급목록에 만

들어진 특수 주문절차는 8.405의 절차에 우선한다.

(c) 공법(Public Law) 108-136의 1427(b)에 따라서, 건축설계 서비스의 이행(2.101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을 실질적 또는 상당한 규모로 지정하여 요구하는 기관은

(1) Subpart 3.6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2) 연방공급목록에서는 해당 요구(수요)로 주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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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4  연방공급목록의 사용

(a) 일반. Parts 13(13.303-2(c)(3) 제외), 14, 15 및 19(19.202-1(e)(1)(ⅲ)제외)의 규

정은 연방공급목록 계약에 의한 일괄구매협정(BPAs)이나 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그러

나 8.405-5를 참고). 이 subpart의 절차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에 의해 

체결된 일괄구매협정(BPAs)과 주문은 완전공개경쟁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

다.(6.102(d)(3) 참고) 그러므로, 8.405의 절차에 따르는 연방공급목록에 의해서 BPA를 

체결(13.303-2(c)(3)에 의해 승인)하거나 주문을 하는 경우에, 주문기관은 연방 공급목

록 이외의 범위에서 경쟁을 모색하거나 조달요청을 요약 공고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2009년 미국 경기부양법(공법 111-5)에 의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주문

(BPA하에서 이루어진 주문 포함)의 경우에는 (e)항을 참조.

(b) 계약관은, 주문을 하거나 BPA를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 관련 기관에 적용 가능한 규

정 및 법적 요건(조건)을 적용해야할 책임이 있다. 수요 기관은 주문을 담당하고 있는 

계약관에게 규정 및 법적 요건(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c) 조달 계획. 연방 공급목록 계약에 따른 주문은- 

(1) 조달계획 개발(Subpart 7.1 참고) 및 정보기술 조달전략(Part 39 참고) 대상에서 제

외되지 않는다. 

(2) 해당 주문이 “통합계약(bundled contract)”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통합계약에 

대한 모든 연방조달규정(FAR)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101(b) 참고)

(3) 수요 기관이 직접 하였든 또는 수요 기관을 대신하여서 하였든 간에, 수요 기관의 

물품 또는 서비스 조달에 적용되는 규정 및 법적 요건에 부합하여야만 한다.

(d) 가격책정. 물품 목록은 고정 가격으로 작성되었다. 목록에 제시된 서비스는 특정 과

업의 이행(예를 들면, 설치, 유지 및 보수)에 대해서 시간당 가격 또는 정액가로 책정이 

되어 있다. 연방조달청(GSA)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목록 계약에 따라, 물품 및 정액서비

스의 가격, 시간당 제공되는 서비스의 시간당 가격을  이미 정해놓았다. 그러므로 주문

기관은 8.405-2(d)에 의해 요구되는 가격 평가를 제외하고는, 가격책정에 대하여 별도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수요 기관은 8.405 절차에 따르는 목록 계약에 의한 주문을 함

으로써, 해당 주문이 최고의 가치(FAR 2.101)를 가지며 정부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총비

용을 최저가로(가격, 특성,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연방

조달청(GSA)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책정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문기관은 주

문하기 전에 추가적인 감가를 요청할 수 있다(8.405-4를 참고).

(e) 2009년 미국 경기부양법 (공법 111-5)에 의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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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행위의 공표(공고)

(1) 25,000불을 초과하는 예정 MAS 주문(BPA에 따라 발행된 주문 포함) 공고는 5.704에 

규정된 주문 게재 절차를 따라야 한다.

(2) MAS 주문(BPA에 따른 주문 포함)에 대한 낙찰 공고는 5.705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8.405  연방공급목록의 주문절차 

물품이나 서비스를 주문을 하거나 BPA를 체결하는 경우, 주문기관은 이 section의 주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section의 절차는 모든 목록(schedule)에 적용된다. 

8.405-1  물품 및, 업무기술서를 요하지 않는 서비스의 주문 절차

(a) 주문기관이 특정 과업의 이행을 위해서, 목록계약에 등재되어 있는 물품과, 업무기

술서가 요구되지 않는(예를 들면 설치, 유지 및 보수) 서비스를 정액으로 주문할 때에는 

이 subsection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b) 최소구매 기준금액 수준이나 그 이하의 주문. 주문기관은 해당 기관의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연방공급목록 계약자에게, 최소구매한도 이하의 금액으로 주문할 수 있다. 

비록 일정 수 이상의 목록 계약자들에게 요청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주문기관은 주문이 

여러 계약자들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최소구매한도액은 초과하지만 최고주문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주문

(1) 주문기관은 최상의 가치에 달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목록 계약자에

게 주문을 하여야 한다. 발주하기 전 미리 GSA Advantage!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최소 3

명 이상의 목록 계약자를 조사하거나 최소 3명 이상의 목록 계약자의 카탈로그 또는 가

격표를 검토하여, 다수공급자제도(MAS) 계약에서 제공되는 물품 및 서비스에 관해 얻을 

수 있는 여러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8.405-5 참고)

(2) 주문에 브랜드명 규격서가 포함된 경우, 계약관은 견적요청서(RFQ)를 8.405-6에서 

요구하는 사유서 또는 증빙서류와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3) (경제적)최고 가치 여부를 판단할 때, 가격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요소들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i) 과거의 이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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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ⅲ) 보상판매(Trade-in)의 가격산정

(iv) 유사한 물품의 수명과 비교하여 선택된 물품의 예상수명

(v) 하자보증

(vi) 유지보수 가능성

(vⅱ) 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

(vⅲ) 납품 조건

(d) 최고주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문. 각각의 목록 계약에는 품목고유번호별

(SIN-by-SIN) 기준에 의하여 설정된 최고주문 기준금액이 있다. 이 최고주문기준금액은, 

비록 가격할인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능성 있는 주문의 금액

이 나왔을 때, 주문기관이 할인하려고 해야 하는 가격의 기준점이다.  최고주문기준금액

을 초과하는 주문을 하거나 BPA를 체결하기 전에(8.405-3을 참고), 주문기관은 이 

section (c)의 사항 및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추가된 목록 계약자들의 가격표를 검토하여야 한다(예외사항은 이 조의 (c)(2) 참

조) (GSA Advantage! 온라인 쇼핑서비스는 이러한 검토를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2) 초기 평가에 기초하여, 최고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는 목록 계약자로부터 감

가(가격할인)를 요청하여야 한다.(8.404(d) 참고);  

(3) 감가를 요청한 후에(8.405-4 참고), 최고 가치를 제공하는 목록 계약자에게 주문한

다. 더 이상 감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문을 할 수 있다.

(e) 최소 문서. 주문기관은 다음의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1)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계약자가 명시되어 있는 목록 계약서

(2) 구매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3)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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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5-2  업무기술서가 필요한 서비스의 주문 절차

(a) 일반. 목록 계획에 의해 설정된 시간당 가격으로 계산되는 서비스를 주문하려고 하

는 경우에, 주문기관은 이 subsection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해당 서비스는 연방공급목

록 책자 및 계약자의 가격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b) 업무기술서(SOWs). 모든 업무기술서에는 이행될 업무, 업무 장소, 이행 기간, 납기 

일정, 적용되는 이행 기준, 그리고 특별 조건(예, 기밀사항엄수, 출장, 특수 지식)을 포

함해야 한다.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기관의 요구사항은 이행성과 기준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Subpart 37.6 참고)

(c) 견적요청 절차. 주문기관은 업무기술서 및 평가 기준(예, 경력과 과거 이행성과)이 

포함된 견적요청서(RFQ)를, 기관의 수요를 충족시킬 서비스를 제공할 목록 계약자에게 

보내야 한다. 견적요청서(RFQ)는 GSA의 전자 견적요청서 시스템인 e-Buy에 게시될 수 있

다.(8.402(d) 참고)

(1) 최소구매한도액 수준이나 그 이하의 주문. 주문기관은 최소구매 한도액 수준이나 그 

이하로, 기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방 공급목록 계약자에게 주문할 수 있다. 주

문기관은 주문을 계약자들 사이에 배분하려고 해야 한다.

(2) 최소구매한도액을 초과하나 최고주문한도액은 초과하지 않는 주문. 

(i) 주문기관은 8.405-2(b)에 따라서 업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ⅱ) 주문기관은 기관의 수요를 충족할 서비스를 제공할, 최소한 3명 이상의 목록 계약

자들에게 RFQ(업무기술서 및 평가기준 포함)를 보내야 한다. 

(ⅲ) 주문기관은 계약자에게 업무기술서에 명시된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하여 확정 정액

가(firm-fixed price)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3) 최고주문한도액을 초과하는 주문을 하거나 일괄구매협정(BPA)을 체결하는 경우. 

8.405-2(c)(2)의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 것 외에도, 주문기관은

(i) 주문기관의 수요를 만족시킬 서비스를 제공할, 추가적인 목록 계약자들에게 RFQ(업

무기술서 및 평가 기준을 포함)를 보내야 한다. 적정한 추가 목록계약자의 수를 정할 때

에는, 주문기관은 여러 사항 들 중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A) 요구사항의 복잡성, 범위 및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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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시장조사 결과

(ⅱ) 가격할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주문기관은 RFQ 사본을 요청하는 목록 계약자들에게 RFQ(업무기술서 및 평가기준 포

함)를 제공하여야 한다.

(d) 평가. 주문기관은 접수한 모든 회신을 목록 계약자들에게 제공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주문기관은 주문되는 특정 과업의 이행을 위해 제시된 노력의 수준과 

노동의 조합을 고려하여 총 금액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최상의 가치를 나타내

는 목록 계약자에게 주문을 하거나 일괄구매협정을 한다.(8.404(d) 참고) 낙찰 후 주문

기관은 낙찰되지 않은 제안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적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낙찰되지 않

은 제안자들이 가격 이외의 요소를 기준으로 한 낙찰에 관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는, 낙찰 결정의 기준에 관해 간략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e) 최소 문서. 다음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1) 서비스를 판매하기로 한 계약자가 명시된 목록 계약서

(2) 구매된 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3) 지불 금액

(4) 계약자를 선정하는데 사용한 평가 방법

(5) 계약자를 선정함에 있어, 평가 요소들 간에 가치를 교환한 근거

(6) 이 subsection (d)에 따른 가격 합당성 결정사항

(7) 다음 사항 이외의 다른 근거

(i) 확정 정액 주문 또는, 

(ⅱ) 이행성과 기준의 주문

8.405-3  일괄구매협정(BPAs)

(a)(1) 체결. 주문기관은 물품이나 서비스의 반복적인 수요를 채우기 위하여 어떤 목록 

계약에 의해서든 일괄구매협정(BPA)을 체결할 수 있다. BPAs은 한명 이상의 목록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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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 체결할 수 있다. 체결할 일괄구매협정의 수는 일괄구매협정을 체결하는 주문기관의 

재량에 속하며, 일괄구매협정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에 기초하여야 한다. 체

결할 일괄구매협정의 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i) 요구사항(수요)의 범위와 복잡성

(ⅱ) 여러 가지 기술적 접근 방법이나 가격을 정기적으로 비교할 필요성

(ⅲ) 일괄구매협정의 행정관리적 비용

(iv) 목록 계약자의 기술적 자격 사항

(2) 단일 일괄구매협정 또는 다수 일괄구매협정은 8.405-1이나 8.405-2에 규정된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체결되어야 한다. 일괄구매협정서에는 주문의 빈도, 대금 청구, 가격 

할인, 조건(예, 추정 수량, 이행될 업무), 납품 장소 및 시간을 표시해야 한다.

(3) 주문기관은 다수의 일괄구매협정을 체결하는 때에, 해당 일괄구매협정에 의한 주문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4) 다수기관 일괄구매협정(multi-agency BPA)를 체결하려는 때에, 협정에 참여하는 기

관들 및 그들의 예상 수요를 확인할 수가 있다면 연방공급목록 계약에 의한 다수기관 일

괄구매협정의 체결이 가능하다.

(b) 일괄구매협정에 의한 주문 

(1) 단일 일괄구매협정. 주문기관이 하나의 일괄구매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승인된 자들

은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한 발생한 때에, 일괄구매협정에 따라 직접 주문 할 수

가 있다. 

(2) 다수 일괄구매협정. 주문기관이 다수의 일괄구매협정을 체결하였다면, 최소구매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주문을 하기 전에, 주문기관은

(i) 일괄구매협정을 맺은 계약자들에게 요구사항이나 업무기술서 그리고 평가 기준을, 

일괄구매협정 주문 절차에 정해진 바대로 전달하여야 한다.

(ⅱ) 접수한 회신을 평가하여 최고 가치를 결정하고(8.404(d) 참고), 최고 가치를 나타

내는 일괄구매협정 유지자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3) 시간당 비용 서비스를 위한 일괄구매협정. 시간당 비용 서비스를 위한 일괄구매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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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 주문기관은 일괄구매협정에 포함되는 업무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일괄구매협정에 따른 모든 주문서는 업무지시서에서 명시된 과업 이행을 위한 비용

을 명시하여야 한다. 

(c) 일괄구매협정 기간. 일괄구매협정은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사

업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5년을 초과할 수 있다. 만약 GSA 목록 계약에, 일괄구매협정의 

이행 기간까지 포괄할 수 있는 옵션 기간(option periods)이 들어가 있다면, GSA 목록 

계약의 현행 계약 기간을 초과하는 일괄구매협정을 계약자들에게 낙찰시킬 수 있다.

(d) 일괄구매협정 검토

(1) 일괄구매협정을 체결한 주문기관은 적어도 일년에 한번,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

하여 해당 일괄구매협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i) 일괄구매협정(BPA)이 이루어진 목록 계약이 아직 유효한지 여부

(ⅱ) 일괄구매협정(BPA)이 아직도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여부(8.404(d) 참

고);

(ⅲ) 추정 수량/가격이 초과되었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감가(가격 할인)가 가능한지 여부

(2) 주문기관은 검토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8.405-4  감가

최고주문한도액을 초과하는 주문을 하기 전에 감가를 요청할 수 있고(8.405-1(d) 참고), 

연간 일괄구매협정 검토를 하면서도 감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외에 다른 이유들로 

감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문기관이, 다른 곳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물품이

나 서비스를 구할 수 있는 경우나 반복적인 수요를 채우기 위하여 일괄구매협정을 하는 

경우에 감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별 주문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구매협정에 의한 잠

재적 주문량에 따라서 더 많은 감가를 확보할 수 있다. 목록 계약자들은 특정 주문의 개

별 주문기관에만 제공한 가격 감가를 모든 목록 계약 이용자들에게 허용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다.

 

8.405-5  소기업

(a) Part 19의 의무적 우대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록계약에 의한 주문은 

주문기관이 갖고 있는 소기업 목표에 대한 실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소기업 목록 계약

자에게 한 주문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이행업무에 맞는 규모 기준을 충족시키

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할 수 있다. 주문기관은 목록 계약자가 만든 소기업 증서(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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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representations)를 신뢰해야 한다.

(b) 주문의 낙찰 또는 일괄구매협정의 검토 대상이나 경쟁 대상이 되는 계약자를 찾아보

는 경우에, 주문기관은 계약자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고려할 수 있다. 주문기관은 최소

한, 가능하다면, 적어도 하나의 소기업, 소규모 퇴역군인기업, 소규모 상이용사기업, 소

규모 역사적저개발사업지역(HUBZone), 소규모 여성주기업, 또는 소규모 약자기업 목록 

계약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http://www.gsa.gov/fss에 있는 GSA Advantage!와 전자 목록

은 목록 계약자들의 소기업 증서(small business representations)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c) 최소구매한도액을 초과하는 주문에 있어서, 주문기관은 소기업의 물품이 동일한 가

격을 갖고, 둘 이상의 물품이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소기업의 물품을 우대하여

야 한다. 

8.405-6 공급원 제한에 대한 정당성 및 승인

(a) 연방공급목록에 따른 주문은 Part 6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한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1) 8.405-1 또는 8.405-2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적은 목록계약자

(2) 한 제조업자만 공급할 수 있는 조달대상(예, 한 제조업자의 고유한, 특정 브랜드

명·특정 상품·특정한 특징). 브랜드명 물품은, 여러 목록 계약자들에게서 공급가능한

지에는 상관없이, 한명의 제조업자의 고유한 물품을 말한다. 브랜드명 규격서는, 특정 

브랜드명·특정 상품·특정한 특징이 정부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고, 시장조사 결과 다

른 회사에 유사 상품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 특정한 특징이 없는 상품이 기관의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해당 상품을 변형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가 없다.

(b) 이 subsection (a)(1)의 제한 사항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독특함과 전문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의 공급원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

(2) 새로운 업무(work)가 기존의 연방공급목록 주문에 이어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상황. 

단, 기존의 주문은 연방공급목록 주문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어야 한다. 기존의 주문은 단

독 공급원 절차나 제한 공급원 절차(limited source procedures)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

(3) 긴급하고 부득이한 수요가 존재하고, 주문절차에 따른다면 수용할 수 없는 지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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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수 있는 상황 

(c) 주문기관은 공급원을 제한하는 것이 서면으로 정당화되고, 이 subsection의 (f) 와 

(h)에 명시된 단계들에서 승인되는 경우에만 조달해야 한다.

(d) 이 subsection의 (e)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문이 브랜드명 규격서를 포함하

는 경우에, 주문기관은 RFQ와 함께 다음의 정보를 e-Buy (http://www.ebuy.gsa.gov)에 게시하여

야 한다.

(1) 25,000불은 초과하지만 간이조달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예정 주문에 대해서는, (f)에 

의해 요구되는 문서

(2) 간이조달한도를 초과하는 예정 주문에 있어서는, (g)가 요구하는 정당화 사유

(e) 다음의 경우에는 (d)의 게시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국가 안보경우에 위협(예, 기밀정보의 공개)이 되거나 다른 

안보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을 수행하는데 기밀 사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는 게시 예외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2) 파일의 성격(예 크기, 형태)상, e-Buy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지 않거

나 실용적이지 않은 경우

(3) 기관의 수석조달관(senior procurement executive)이 e-Buy를 통한 접근이 정부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서면결정을 내린 경우

(f) 최소구매한도액을 초과하지만 제2.101에 정의된 간이조달한도액은 초과하지 않는 주

문. 최소구매한도를 초과하지만 간이조달한도는 초과하지 않는 예정 주문에 대해서, 주

문기관의 계약관은 해당 제한을 고려한 상황을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

(g) 간이조달한도를 초과하는 주문

(1) 간이조달한도액을 초과하는 예정 주문의 경우, 요청기관(requiring activity)는 주

문기관의 계약관이 정당화 사유를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당화 사유에는 해

당 조달이 MAS program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라는 점이 언급되어야 한다.(8.401 참고) 

(2) 각 정당화 사유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i) 기관 및 계약 행위의 확인,“공급원 제한 사유”를 문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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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승인 중인 행위의 특성 및/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설명

(ⅲ) 기관의 수요에 따른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추정가격 포함)

(iv) 정당화 사유의 확인(8.405-6(a)와 (b) 참고) 및 물품이나 서비스의 예정 계약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자격 증명

(v) 해당 주문이 8.404(d)에 부합하는 최상의 가치를 나타낸다는, 주문기관 계약관의 확

인

(vi) 목록계약 자격자(scheulde holder)들에 대해 시장조사한 설명 및 해당 조사 결과, 

또는 시장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

(vⅱ) 그 외 정당화 사유.

(vⅲ) 기관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기 전에, 공급원을 제한하도록 한 장벽을 제거하

거나 극복하려는 초치를 취한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한 보고

(ix) 계약관의 지식과 믿음에 비추어 해당 사유가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주문기관 계약

관의 증명

(x) 기술 요건 담당자(technical or requirements personnel)이, 정당화 사유의 근거가 

되는 입증 자료(supporting data)(예, 공급원을 제한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이나 근거를 

확인하는 것)를 완벽하고 정확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증명

(h) 정당화 승인. 

(1) 간이조달한도액을 초과하지만 550,000달러는 초과하지 않는 예정 주문의 경우, 주문

기관의 계약관이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당화 사유가 정확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확인한 것은 승인의 효력이 있다. 다만 기관 절차에 따라 더 높은 승인 단계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550,000달러를 초과하나 11,500,000달러는 초과하지 않는 예정 주문의 경우, 정당화 

사유는 주문 행위에 대한 경쟁조정관(competition advocate)의 승인, 또는 이 

subsection의 (h)(3)이나 (h)(4)에 지정된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3) 11,500,000달러를 초과하나 57,000,000달러는 초과하지 않는(국방부, 미항공우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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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및 해안경비대의 경우는 78,5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예정 주문의 경우에

는, 다음의 사람에 의해 승인되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i) 주문하는 조달 행위의 장(長); 

(ⅱ) 다음과 같은 사람

(A) 군인의 경우, 대장이나 장성

(B) 민간인의 경우, 일반보수체계(General Schedule)에서 GS-15 이상의 (또는 다른 보수

체계에서 동등하거나 상위의) 지위에 있는 자

(ⅲ) 이 subsection의 (h)(4)에 지정되어 있는 자

(4) 57,000,000달러를 초과(국방부, 미항공우주국(NASA) 및 해안경비대의 경우는 

78,500,000달러를 초과)하는 예정 주문의 경우, 주문하는 기관의 수석조달관에 의해 승

인되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권한은 국방부 수석조달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달

기술군수 차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없다.

8.405-7  대금 지급

기관은 구두 주문 또는 서면 주문에 대하여, 범정부 상업용 구매카드를 포함하여 공인된 

수단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그러나 32.1108((b)(2) 참조) 

8.406  주문기관의 책임

8.406-1  주문

주문기관은 목록 계약자에게 물품/서비스를 구두로 주문(업무기술서가 필요한 서비스나 

25,000달러를 초과하고 브랜드명 규격서를 포함하는 주문은 제외)하거나, 임의서식 347

호·기관의 소정 양식·전자 서식을 이용하여 주문을 할 수 있다.

주문기관은 가격표의 조건에 따라서 계약자에게 직접 주문하여야 한다.(8.402(b) 참고) 

주문을 하기 전, 주문기관은 수요 기관의 규정 요건 및 법적 요건이 적용되었음을 확인

하여야 한다. 주문서에는 목록 계약이 요구하는 정보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

함되어야 한다.

(a) 완전한 선적 장소 및 청구서 발송 주소

(b) 계약 번호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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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관 주문 번호

(d) 지정선적항 본선인도(F.O.B.)에 따른 인도 장소; 예를 들어 원산지 또는 도착지

(e) 할인 조건

(f) 납품 기일 또는 이행 기간

(g) 품목고유번호 또는 국가재고번호

(h) 필요한 경우, 서비스에 대한 업무기술서나 각 물품에 대한 간략하고 완벽한 설명서

(모델번호로 주문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특성 및 색상· 마감 및 전기적 특성과 같은 

옵션을 명시하여야 한다.) 

(i) 수량 및 변동 

(j) 단위

(k) 단가

(l) 주문 총액

(m) 조사지 및 인수지

(n) 그 외 관련 자료; 예를 들면 납품지시 또는 수령 시간 및 트럭크기 제한

(o) 마크 표시 요건

(p) 보존 수준, 용기 및 포장

8.406-2  검사 및 인수 

(a) 물품

(1) 인수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도착지에서 물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i) 목록 계약서에 목록계약기관(schedule contracting agency)이 의무 공급원 검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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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목록 품목은 상품 설명서에서 설명되며, 목록계약기관의 검사 지원이 필요(주문량, 

물품의 복잡성이나 공급자의 과거 이행 성과에 근거하여)하다고 주문기관이 정한 경우  

(2) 목록계약기관이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주문기관은 공급원 검사를 명시한 주문서 2

부를 목록계약기관에게 제출한다. 목록계약기관은 물품의 인수 또는 인수 거부를 주문기

관에게 통지한다. 

(3) 목록계약기관이 검사하여 목록의 상품 설명서와 부합한다고 판단한 재료는 동일한 

목적으로 재검사되어서는 안 된다. 인수자는 물품 수령 시에 물품의 종류 ․ 수량 및 상태

에 한정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목록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잠재적 결함 ․ 사기 또는 사기에 해당될 

정도의 중대한 실수를 제외하고는 인수로서 종결된다.

(b) 서비스. 주문기관은 계약 조건 및 주문서에 따라서 모든 서비스를 검사할 권리를 갖

는다. 주문기관은 과도하게 업무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주문서 상의 품질보증감

시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검사와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8.406-3  불이행에 대한 조치

(a) 계약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였으나 주문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주문기관은 

계약서의 검사 및 인수 조항이나 주문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계약자가 주문을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적절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에, 

주문기관은 (적절한 검토 후에) 주문을 종료시키거나 새로운 납품 기일을 정하여 주문을 

수정할 수 있다. 주문을 종료시키는 경우 8.406-4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8.406-4  원인에 의한 종료(Termination for cause)

(a)(1) 주문기관의 계약관은 원인에 기하여 개별 주문을 종료시킬 수 있다. 원인에 기한 

종료는 연방조달규정(FAR) 12.403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자에게 재구매로 인한 초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주문기관의 계약관은 연방공급목록 계약자에 대한 개별 주문을, 원인에 기해 종료시

키는 경우에 또는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 이를 목록 계약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계약자가 실수가 용인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주문기관의 계약관은 8.406-6의 규

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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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계약자에게 초과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1) 재구매는 정부가 요구되는 품질·납품 조건·행정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낮

은 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자나 다른 상업 기업에게 제공하는 재구매 주문서의 

경우는 제외하고, 모든 재구매 주문서에는 다음의 표기를 삽입한다. 

________[번호 기입] 계약에 따른 ________[번호 기입] 주문의 ____________[계약자의 

성명] 계약자와의 거래에 대한 재구매

(2) 초과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 주문기관은 비용상쇄보증(offset security)으로서, 계

약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주문기관은 계약자에게 청구할 

초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초과 비용을 징수하거나 상계해야 한다.

(3) 주문기관이 초과 재구매 비용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주문기관은 계약자에게 최

종 지급을 한 후 목록계약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i) 해당 통지에는 종료된 주문에 대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계약자의 성명과 주소

(B) 목록 번호, 계약 번호 및 주문 번호

(C) 국가재고번호 또는 품목고유번호, 해당 대상에 대한 간략한 설명

(D) 관련된 목록 대상의 비용

(E) 징수하여야 할 초과 비용

(F) 기타 관련 자료

(ⅱ) 해당 통지에는 구매 계약에 대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계약자의 성명과 주소

(B) 품목 재구매 비용

(C) 재구매 주문 번호와 대금 지급일

(D) 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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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기타 관련 자료

(d) 목록 계약관만이, 원인에 기해 종료된 계약 또는 목록 계약 대상인 물품/서비스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수가 있다. 목록 계약관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목록 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 품목들을 주문할 수가 없다. 계약자는, 주문기관의 

계약관이 정부의 임의종료를 하지 않는 한, 원인에 기한 종료 전에 이루어진 주문은 이

행하여야 한다.

목록 계약관만이, 목록 계약에 따라서 물품/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원인에 의한 종료를 할 수 있다.

8.406-5  정부의 임의종료(Termination for the Government`s convenience)

(a) 주문기관의 계약관은 정부의 임의로 개별 주문을 종료할 수 있다. 정부의 임의종료

는 연방조달규정(FAR) 12.403에 따라야 한다. 

(b) 해당 주문을 정부가 임의종료하기 전, 주문기관의 계약관은 계약자와 “무비용” 조

정 합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c) 목록 계약관만이 정부의 임의로, 해당 물품/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목록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목록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

8.406-6  분쟁(disputes)

(a) 목록계약에 의한 주문의 이행과 관련된 분쟁

(1) 목록계약의 분쟁 조항에 따라서, 주문기관의 계약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i) 주문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section의 (b)를 참고)

(ⅱ) 목록 계약관에게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2) 주문기관의 계약관은 목록 계약관에게 최종 결정사항을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b) 주문기관의 계약관은 계약 조건에 관한 모든 분쟁을 목록 계약관에게 회부하여 계약

서의 분쟁 조항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목록 계약자에게 해당 회부를 통

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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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항소(appeal). 계약자는 최종 결정을 내린 기관의 계약항소위원회(Board of 

Contract Appeals)나 미연방청구법원 어느 한 곳에 항소를 할 수 있다. 

(d) 대안적 분쟁해결. 계약관은 가능한 한, 대안적 분쟁해결(ADR) 절차를 이용하여야 한

다(33.204와 33.214 참고).  

8.406-7  계약자 이행 평가

주문기관은 42.1502(c)에 따라 간이조달한도를 초과하는 주문들에 대하여 계약자 이행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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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계약자의 자격

9.000  이 part의 범위

이 장(part)은 계약자의 이행능력, 자격제한, 자격정지 및 부적격; 적격상품; 견품 테스

트와 승인; 계약자 팀 구성; 군수품 기업연합 및 연구개발 기업연합; 조직상의 이해상충

과 관련한 정책·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다.

Subpart 9.1 — 이행능력 있는 잠재 계약자

9.100  범위

이 subpart는 잠재 계약자와 하청계약자가 이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

책·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다.

9.101  정의

“행정 절차”란 과실 또는 책임을 결정하기 위한 판정을 내리는 비사법적 절차를 의미

한다(예 미국증권거래위원회 행정 절차, Civilian Board of Contract Appeals  절차, Armed 

Services Board of Contract Appeals 절차).“행정 절차”에는 연방 및 주 수준의 행정 절

차도 포함되지만, 연방계약의 이행이나 보조금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계약에 대한 회계

감사, 현장 방문, 수정 계획, 또는 납품 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사 기관”이란 관할권이 있는 계약행정 사무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낙찰전 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9.102  적용

(a) 이 subpart는 다음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잠재 계약자와의 모든 예정 계약에 

적용된다. 

(1) 미국 또는 해외속령(outlying area)

(2) 이 subpart에서 정하는 바가 계약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법률 또는 관습에 상반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b) 이 subpart는 다음의 당사자들과의 예정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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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미 정부 기관 또는 그 대행 기관

(3) 맹인 또는 기타 중증장애인을 위한 기관(Subpart 8.7 참고)

9.103  정책

(a) 구매는 이행능력 있는 잠재 계약자로부터만 이루어지고, 계약은 이행 능력 있는 계

약자에게 낙찰되어야 한다.

(b) 계약관이 이행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어떠한 구매나 낙찰

도 이루어질 수 없다. 잠재 계약자가 이행능력이 있음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관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잠재 계약자가 소규모 

기업이라면, 계약관은 Subpart 19.6 중소기업의 능력 증명 및 이행능력 결정 규정을 따

라야 한다. (소기업법(15 U.S.C. 637)의 Section 8(a)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Subpart 

19.8을 참고) 

(c) 최저가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낙찰이 차후에, 불이행·납품 지연 또는 기타 

만족스럽지 못한 이행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계약비용 또는 행정비용을 초래한다면, 이는 

잘못된 절약이 될 수 있다. 최저가로 정부 구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공급

자가 최저가 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급자에게 낙찰될 필요는 

없다. 잠재 계약자는 그 자신의 계약이행능력(필요하다면 하도급자의 이행능력도 포함)

을 확실하게 증명하여야 한다.

9.104  기준

9.104-1  일반 기준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기 위해서, 잠재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있어

야 한다. 

(a)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또는 이를 획득할 능력(9.104-3(a) 참고)

(b) 기존의 모든 상업적 거래 및 정부와의 거래를 고려하여, 납품 기한이나 이행 일정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

(c) 만족스러운 과거 이행실적 보유(9.104-3(b) 및 Subpart 42.15 참고). 잠재 계약자는 

9.104-2에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관련 이행 이력이 없다는 것에만 기초하여 이행능

력이 있다거나 이행능력이 없다고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 139 -

(d) 청렴성과 기업윤리에 대한 만족스러운 기록 보유(예, Subpart 42.15 참고)

(e) 계약이행에 필요한 조직·경험·회계 및 운영 관리·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필요하다면, 잠재 계약자 및 하도급계약자가 생산할 재료나 이행할 

서비스에 필요한 생산관리 절차, 물품관리시스템, 품질보증조치 및 안전 프로그램과 같

은 요소들을 포함). (9.104-3(a) 참고)

(f) 계약이행에 필요한 생산 장비·건설 장비·기술 장비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

들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9.104-3(a) 참고)

(g)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달리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적격성. (또한 

연방조달규정 9.108에 규정된 전환된 국내회사 금지를 참고)

9.104-2  특수 기준

(a) 특정 조달이나 일괄 조달이 필요한 경우, 계약관은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행능력에 대한 특수 기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수 기준은, 적절한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특별한 전문성이나 전문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전 경험을 통해서 증명된 경우에 바

람직하다. 특수 기준은 입찰요청서에 반영되어, 모든 입찰자(제안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b) 계약관은 9.104-1의 일반 기준을 충족하고, 기관의 위생기준 및 절차에 따라 승인된 

잠재 계약자에게만 생필품 계약(contracts for subsistence)을 낙찰하여야 한다.

9.104-3  기준의 적용

(a) 자원 획득 능력. 잠재 계약자가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하도급계약으로 계

약을 이행하기로 제안한 경우는 제외하고, 계약관은 잠재 계약자가 필요한 자원을 확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요구하여야 한다.(9.104-1(a), (e) 및 (f) 

참고) 계약이행에 필요한 시설·장비·기타 자원 또는 인력을 대여 또는 구매하거나 달

리 취득하겠다고, 낙찰 시점에 하는 약속이나 분명한 합의는 수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된

다. 낙찰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할 때 옵션이 검토되는 경우에는, 주계

약자가 하도급계약에 관한 제한사항을 준수하는가를 판단할 때, 기본 계약 기간이나 기

본 수량에 플러스된 옵션 기간, 옵션 수량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b) 만족스러운 이행 실적.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현재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최근에 심

각한 결함이 있었던 잠재 계약자는, 계약관이 해당 상황이 계약자의 통제 밖이었다거나 

계약자가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였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것으

로 간주되어야 한다. 수용 가능하도록 이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끈기와 인내를 기울이지 

못한 것은 이행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계약의 품질 요건을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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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 못한 것은 만족스러운 이행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계

약관은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관련된 계약의 수, 그리고 각각의 계약 이행에 있어서 불

충분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계약이 Subpart 19.7 소기업 하도급계약 프로그램

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계약관은 잠재 계약자의 최근 계약에서의 

하도급계약 계획 준수를 검토하여야 한다.

(c) 계열 기업들(affiliated concerns). 계열 기업들(“기업”에 대해서는 19.0001 참

고, "계열 기업들"에 대해서는 19.101 참고)은, 계약을 이행할 기업이 이행능력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독립체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러나 계약관은 계열 기업들이 잠재 계약자의 이행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

우, 계열 기업들의 과거 이행실적과 성실성을 고려해야 한다.

(d)(1) 소기업. 소기업과 관련하여 이행능력 없음을 결정하는 때에는, 계약관은 해당 사

안을 소기업청에 이첩하여야 하며, 소기업청이 계약이행능력증명서(Certificate of 

Competency)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subpart 19.6 참고)

(2) 하도급계약에 관한 제한사항(52.219-14)을 준수하지 못하는 소기업은 이행능력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9.104-4  하도급계약자 이행능력 

(a) 일반적으로, 잠재적인 주계약자가 그의 잠재 하도급계약자들의 이행능력을 결정하는

데 책임이 있다.(그러나 금지·부적격 또는 정지된 기업에 대해서는 9.405과 9.405-2를 

참고) 잠재 하도급계약자의 이행능력에 대한 결정사항은 잠재적인 주계약자의 이행능력

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잠재 계약자는 잠재 하도급계약자의 이행

능력에 대한 서면 증거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b) 하도급계약자의 이행능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정부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 계약관

은 하도급계약자의 이행능력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예를 들어 해당 계약이 의료품 하

도급계약, 긴급 수요 하도급계약 또는 상당한 하도급계약을 수반하는 경우) 이러한 경

우, 정부는 하도급계약자의 이행능력을 결정하는데, 주 계약자 이행능력 판단에 사용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9.104-5  이행능력 증명

(a) 입찰자(제안자)가 52.209-5(이행능력 문제에 관한 증명)의 (a)(1)항이나 52.212-3의 

(h)항에 대해 긍정의 답변을 한 경우에, 계약관은- 

(1) 입찰서(제안서) 접수 시에, 입찰자(제안자)에게 자신의 이행능력을 증명하는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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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생각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9.405 참고)

(2) 입찰자(계약자)에게 고발·고소·유죄판결이나 민사판결 또는 3천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연방세금체납이 있는 경우에, 낙찰이 진행되기 전에, 기관 절차(9.406-3(a)와 

9.407-3(a))에 따라서, 자격금지 또는 자격정지 조치를 맡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에게 해

당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b) 계약관이 요청한 증명서나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입찰자(제안자)에게 이를 만

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증명서 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입찰

자(제안자)는 이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104-6 낙찰자의 이행 및 성실성에 관한 연방정보시스템(FAPIIS)

(a) 간이조달의 한도를 초과하는 계약을 낙찰하기 전, 계약관은 낙찰자의 이행 및 성실

성에 관한 연방정보시스템(FAPIIS)을 확인하여야 한다(www.ppirs.gov에 접속하여 FAPIIS 

선택).

(b) 계약관은 이행능력 여부를 판단할 때, FAPIIS에 있는 모든 정보와 기타 과거이행 정

보(subpart 42.15)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급원선정을 위한 과거이행평가에 대해서는 

15.305 (a)(2)를 참조한다. 계약관은 FAPIIS에 있는 정보들의 중요성과 타당성 및 현재 

조달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믿을 만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FAPIIS에는 해당 입찰

자(제안자)의 이전의 모든 계약에 관한 정보와 5년간의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정보의 일부는 현재의 이행능력을 결정하는데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미 만료되었거나 해결된, 자격금지 또는 자격정지와 같은 이전 행정조치 또는 현재 계약

과 완전히 다른 상품/서비스 계약에 관한 정보가 그러하다.

(c) 계약관이 입찰자(제안자)의, 정부 계약 낙찰 또는 계약이행과 연관된 형사·민사·

행정 절차에 관한 정보, 채무불이행이나 원인에 기해 계약을 해지했던 정보, 해당 계약

자가 만족스러운 이행실적이나 성실성·기업윤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행능력 없다고 

결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 보조금에 관한 이와 비슷한 정보들을 FAPIIS에서 취득한 경우

에, 계약관은 해당 계약자가 이미 자격금지나 자격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계약관은 입찰자(제안자)에게 자신의 이행능력을 증명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추가 정보를 즉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해당 정보가, 자격금지 또는 자격정지 조치 담당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인 경우에

는, 낙찰이 진행되기 전에, 기관 절차(9.406-3(a)와 9.407-3(a))에 따라서, 그 담당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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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계약관은 간이조달한도를 초과한 계약에 대해서는, FAPIIS에 있는 정보가 이행능력 

결정에 끼친 영향의 정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해당 정보로 인해 취해진 조치 사항이 무엇

인지가 명시된 계약관련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행능력이 없다고 결정을 내리는 계약

관은 9.105-2 (b)(2)에 따라서 FAPIIS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9.104-7 입찰요청 규정 및 계약 조항

(a) 계약금액이 간이조달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계약관은 입찰요청서에 

52.209-5(이행능력 증명)에 있는 규정을 삽입하여야 한다.

(b) 최종계약금액이 5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계약관은 입찰요청서

에 52.209-7(이행능력 정보) 규정을 삽입하여야 한다.

(c) 계약관은 52.209-8(이행능력 정보 갱신)에 있는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1) 최종계약금액이 5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입찰요청서에

(2) 입찰자(제안자)가 52.209-7 (b)에 “has”라고 체크한 경우에, 계약서에

9.105 절차

9.105-1 정보 취득

(a) 계약관은 이행능력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잠재 계약자가 현재 9.104 기준을 충족시

킨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거나 취득하여야 한다. 

(b)(1) 계약관은 입찰서(제안서) 접수 또는 개찰 후 즉시 잠재 계약자의 이행능력에 관

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낙찰 전 조사를 요청한다. 그러나 협상 계약에 

있어 특히 조사개발(R&D)이 연관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관은 제안요청서를 발행하기 전

에 이런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 요청은 다음과 같은 정보로 한정된

다.

(ⅰ) 낮은 가격의 입찰자 또는

(ⅱ) 낙찰 범위 내에 있는 입찰자(제안자)

(2) 낙찰전조사는 조사기관이 관리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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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기관이 계약관리부서(contract administration office)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

다.

(A) 해당 부서는 계약관에게 잠재 계약자의 재정적 능력 및 신용 요건에 관하여 자문을 

해주어야 한다.

(B) 계약관리담당관은 감사관으로부터, 잠재 계약자의 회계시스템이 적절한 것인지 그리

고 그 회계시스템이 예정 계약을 운영하는데 적합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필요한 정

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ⅱ) 조사기관이 계약관리부서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관이 감사관으로부터 잠재 계약자

의 재정적 능력 및 신용 요건에 관한 정보, 계약자의 회계체계의 적절성 및 계약운영을 

위한 해당 회계체계의 적합성을 알아보는데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3) 재무자원 및 이행능력에 관한 정보는 낙찰 일까지 최신의 정보로 취득되거나 갱신되

어야 한다.

(c) 계약관은 이행능력 여부를 결정할 때에, FAPIIS에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FAPIIS와 

연동되어 있는 계약부적격자명부 시스템(EPLS)과 계약실적정보 조회시스템(PPIRS)에서 

얻은 정보, 그리고 기타 관련 정보(9.104-1(c)와 subpart 42.15 참고)도 함께 고려하여

야 한다. 또한 계약관은 이행능력 여부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정보 출처를 활용하여야 한다.

(1) 해당 계약부서 ․ 감사부서 ․ 계약관리부서 및 다른 계약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갖

고 있는 기록, 경험을 통한 정보, 그리고 해당 직원의 입증 가능한 지식

(2) 잠재 계약자의 입찰(제안) 정보(52.209-5 또는 52.212-3(h)의 증명서 포함.(9.104-5 

참고)), 질문지에 대한 답변 내용, 재무 정보, 생산설비에 대한 정보 및 인사정보

(3) 민간부문에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공급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출처

(4) 낙찰전 조사 보고서(9.106조 참고)

(5) 간행물, 잠재 계약자의 공급자·하도급자·고객, 금융기관, 정부기관, 경영협회와 

무역협회와 같은 정보처

(d) 계약자의 계약이행능력에 관해서 의구심을 갖을 수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계약부서

와 계약관리부서는 즉시 관련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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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5-2 결정 및 문서화

(a) 결정

(1) 계약관의 계약서 서명은 잠재 계약자가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이행능력이 있음을 나

타낸다. 잠재 계약자가 이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입찰서(제안서)가 거절된 경우

에, 계약관은 이행능력 없음 결정문을 만들고 서명한 후 계약관련파일에 포함하여야 한

다. 결정문에는 해당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소기업이 이행능력의 일부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 계약관은 

Subpart 19.6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계약관이 소기업에게 이행능력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계약관은, 해당 기업에게 이행능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계약을 낙찰하겠

다는 소기업청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b) 문서화

(1) 이행능력여부 결정을 뒷받침하는 문서와 보고서 그리고 낙찰전조사 보고서, FAPIIS 

정보의 활용, 계약이행능력증명서는 계약관련파일에 포함되어야 한다.

(2)(ⅰ) 다음의 경우에 계약관은 FAPIIS(www.cpars.csd.disa.mil에 접속하여 FAPIIS 선

택)에 이행능력 없다고 결정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A) 계약금액이 간이조달한도액 이상인 경우

(B) 만족스런 이행 기록이나 성실성 및 기업윤리에 관한 기록이 부족하여 이행능력이 없

다고 결정한 경우

(C) 소기업청이 계약이행능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ⅱ) 계약관은 이행능력이 없다고 결정한 사항을 작성한 문서를 3일내에 제출하여야 하

고, 해당 문서에서 충분한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9.105-3 낙찰전 정보의 공개

(a) Subpart 24.2(정보공개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잠재 계약자의 이행능력여

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축적한 정보(낙찰전조사 보고서의 포함)는 정부 외부에 공개되어

서는 아니 된다. 

(b) 계약관은 이행능력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잠재 계약자와 낙찰전조사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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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논의할 수 있다. 낙찰 후, 계약관 또는 조사기관의 장, 낙찰자는 낙찰전조사의 

발견 사항을 조사받은 회사와 상의할 수 있다.

(c) 낙찰전조사 정보에는 내부 정보 또는 공급원 선정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적절

한 표시를 하여 보호되어야 한다(3.104-4 참조).

9.106 낙찰전조사(pre-award survey)

9.106-1 낙찰전조사의 조건

(a) 일반적으로 낙찰전조사는, 계약관이 가지고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상업적

인 정보출처 포함)가 이행능력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된

다. 또한 예정 계약이 간이조달한도액 이하의 고정금액이거나 상용품목(Part 12 참고)의 

조달을 포함하는 경우에, 계약관은, 조사비용을 정당화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낙찰전조사

를 요청할 수 없다.

(b) 불리한 정보가 있음에도 낙찰전조사를 받지 않은 계약자에게 낙찰이 이루어지는 사

실을 계약관리부서가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세부사항을 입수하여 계약관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c) 낙찰전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기관은 잠재 계약자가 자격제한이나 자격정지를 

받았는지 또는 부적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Subpart 9.4 참고). 잠재 계

약자가 자격제한이나 자격정지를 받았거나 부적격한 경우는 조사기관은 계약관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하며 계약관이 특별히 낙찰전조사를 요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낙찰전조

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9.106-2 낙찰전조사 요청서

계약관의 조사요청서(잠재 계약자에 대한 낙찰전조사, 표준서식 1409)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정보가 필요한 추가 요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b) 완전한 형태의 입찰요청서(이전에 제공된 경우에는 제외) 및 잠재 계약자의 과거 불

만족스러운 이행사항이 담겨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c) 계약부서가 조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d) 보고서가 필요한 날짜를 명시하여야 한다. 최소한 7일간의 조사 수행기간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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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정상이다.

(e) 조사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적절한 경우에).

9.106-3 각 기관간의 낙찰전조사

계약부서(contracting office)와 조사기관이 서로 다른 기관인 때에는, 조사기관이 있는 

기관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후에 9.106조 및 Subpart 42.1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부서의 합리적인 특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106-4 조사 보고서

(a) 조사기관은 잠재 계약자에 대한 낙찰전조사(일반)(표준서식 1403호), 잠재 계약자의 

기술에 대한 낙찰전조사(표준서식 1404호), 잠재 계약자의 생산에 대한 낙찰전조사(표준

서식 1405호), 잠재 계약자의 품질보증에 관한 낙찰전조사(표준양식 1406호), 잠재 계약

자의 재정 능력에 관한 낙찰전조사(표준양식 1407호), 잠재 계약자의 회계시스템에 대한 

낙찰전조사(표준양식 1408호)의 해당 부분을 기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평가점수 및 추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구두 설명을 하여야 한다.

(b) 조사대상인 계약자가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8조(a)에 의하여 진행 중인 계

약에 대하여 우대를 받았거나 지난 12개월 동안에 계약이행능력증명서를 받은 소기업인 

경우에, 조사기관은 계약자의 이행능력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추천을 하기 전에 소기업청 

지역사무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c) 낙찰전 조사로 이전의 불만족스러운 이행실적이 공개 되는 때에는, 조사기관은 잠재 

계약자가 시정조치를 앞으로 취할 정도 또는 현재 시정조치를 취한 정도를 나타내야 한

다. 과거에 계약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잠재 계약자의 잘못이었다는 증거가 없

다고 하여, 반드시 그가 만족스러운 계약이행을 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계약에

서 요구하지 않아도 정부에 이익이 된다면, 비용이 들고 부담이 되더라도 지속적인 형태

의 정부 지원(예, 엔지니어링, 검사, 또는 시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d) 특별지역에 대한 조사도 요청되지 않고 현장조사도 없이 낙찰을 추천한다는 정보를 

조사기관이 갖고 있는 때에는, 해당 조사기관은 약식낙찰전조사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

다. 약식 보고서는 잠재 계약자에 대한 낙찰전조사서(일반)(표준서식 1403호)만으로 구

성된다. 이 양식의 section Ⅲ과 Ⅳ를 완전히 기입하고, 해당 보고서가 약식낙찰전보고

서임을 나타내기 위해  block 21을 표시하여야 한다.

9.107 자비츠 와그너 오데이 법(Javits-Wagner-O'Day)법에 따른 장애인단체 생산물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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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프로그램(AbliltyOne program)에 참여하는 비영리 기관에 대한 조사

(a) 맹인 및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AbilityOne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비

영리기관으로부터 연방기관이 구매할 물품 및 서비스의 종류는 맹인 및 중증장애인 구매

위원회(41 U.S.C 46-48c에 의해 승인)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해당 비영리기관이 

AbilityOne program 하의 의무 공급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영리기구를 찾아야 한다. 위원회는 계약부서에게 비영리기관의 능력을 평가하

는 것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b)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부서는 낙찰전조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기

관에게 적격성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아니면, AbilityOne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기

관이 이행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근거 제시)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위원회에게 알

려야 한다. 적격성조사는, 조달 목록의 추가대상으로 고려중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생산능력 및 낙찰전조사의 요소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c) 계약부서가 맹인 및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요청하

기 위해서는, 표준서식 1403호를 이용하여야 한다.

(d) 계약부서는 맹인 및 중증장애인 구매위원회 집행이사에게 완성된 조사서 한 부를 제

공하거나, 해당 비영리기관은 이행능력이 있으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9.108 전환된 국내회사와의 계약 금지

9.108-1 정의

"전환된 국내회사(Inverted domestic corporation)"이란 6 U.S.C. 395(b)에 따라서 전환

된 국내회사로 취급되는, 외국에서 설립된 기업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미국에

서 설립했거나 미국 내에서 다른 회사와 동업하였지만 현재는 국외에서 설립한 회사이거

나, 국외에서 설립한 회사의 자회사인 회사를 말한다. 전환된 국내회사에는 6 U.S.C. 

395(b)의 기준과 6 U.S.C. 395(c) 상의 정의와 규칙이 적용된다.

9.108-2 내국세법 및 재무부시행령과의 관계

(a) 전환된 국내회사는 국토안보부법(6 U.S.C. 395) 뿐만 아니라 내국세법(26 U.S.C. 

7874)의 대상이다. 국외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국외회사라기 보다는 미국 연방조세

목적을 위하여 전환된 국내회사로써 취급된다.

(1) 현재 주식의 80% 이상을 이전에 국내회사였을 당시의 주주나 국내에서 동업을 했을 

때의 동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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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기업체 그리고 그 국외 기업체가 50% 이상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외

국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b) 연방조세목적을 위하여 전환된 국내회사로 취급되는 국외회사는 이 조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을 위한 회사로도 취급된다.

(c) 전환거래가 2003년 3월 4일(section 7874에 지정된 날짜)이나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

는 이유만으로 과세(26 U.S.C. 7874)를 회피한 국외기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 

U.S.C. 395(기간 제한 없음)의 목적을 위해서 전환된 국내회사로 취급되며, 동시에 이 

조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전환된 회사로 취급된다.

9.108-3 금지

(a) 2009 회계연도 세출예산 총괄법(FY 2009 Omnibus Appropriations Act)의 Division D 

section743은, 전환된 국내회사로 취급되는 국외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회사의 자회사

와의 계약을 위해서, 2009년도 책정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06~2008 회

계연도 세출예산법도 동일한 제한 규정을 담고 있었다. 2006에서 2009 회계연도 자금을 

사용하는 계약을 낙찰받기 위한 적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입찰자(제안자)는 자신이, 

전환된 국내회사나 그 자회사가 아님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이를 확인해 줄 수 없는 입

찰자(제안자)는 해당 계약을 낙찰 받을 자격이 없다.

(b) 계약관은 합리적인 사업가가 해당 계약자인증이 의심스럽다고 알린 상황에 대하여 

엄격히 조사하여야 하며, 그 의심스러운 자가 인증이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자문

가와 협의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108-4 요건 적용 면제(waiver)

기관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9.108-3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

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특정 계약에 대해서 9.108-3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9.108-5 입찰요청서 규정

2006년도~2009년도에 책정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관은 물품/서비스 조달을 위해 

2009년 7월 1일 이후에 발행되는 입찰요청서들에, 52.209-2(전환된 국내회사-대표와의 

계약 금지)에 있는 규정들을 포함시켜야 한다(Part 12에 따른 입찰요청서의 경우에는 

FAR 52.212-3 참고). 다만, FAR 9.108-4에 따라 해당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Subpart 9.2 품질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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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0 범위

이 subpart는 10 U.S.C. 2319 및 41 U.S.C. 253c를 따르며, 품질인증요건에 관한 정책과 

절차, 그리고 해당 요건이 적용되는 조달에 대해서 다룬다.

9.201 정의

이 subpart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품질인증입찰자목록(QBL)”이란, 물품이 검사·테스트를 받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모

든 품질인증요건을 만족시킨 입찰자 또는 기타 모든 관련 품질인증요건을 만족시킨 입찰

자들의 목록을 말한다.

“품질인증제조업체목록(QML)”이란, 생산물품이 검사·테스트를 받았고 해당 물품에 관

한 모든 품질인증요건을 만족시킨 제조업체의 목록을 말한다.

9.202 정책

(a)(1) 품질인증요건을 정하기 전에, 기관장 또는 지명 받은 자는 다음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ⅰ) 해당 품질인증요건을 정하는 이유 및 계약 낙찰 전에 품질인증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이유를 명시

(ⅱ) 입찰자(제안자)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 지불하게 되는, 테스트 및 평가 비용을  추

정

(ⅲ) 입찰자(제안자)(또는 해당 물품)이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만족시켜야 하는 모든 요

건을 명시. 품질인증요건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최소 제한 요건만을 특정하여야 한다.

(2) 입찰자(낙찰자)는 계약기관에 요청하여 다음의 것을 제공받아야 한다.

(ⅰ) 입찰자(제안자) 또는 자신의 물품이 갖추어야 할 모든 품질인증요건 

(ⅱ) 입찰자(제안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소기업의 경우 제9.204(a)(2) 참고), 자격증 

소지자와 관련 기관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기관내 협의나 계약에 따른 제3의 기관을 이용

하거나 기관이 승인한 기타 수단들을 활용하여, 본인이 기관이 요구하는 자격 기준을 만

족시킨다는 점을 신속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 (계약에 따르지 않은, 공인 테스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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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의 이용도 포함)

(3) 계약에 의해서 (a)(2)(ⅱ)에 규정된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테스트 및 평가 편익

을 제공하기로 선정된 계약자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ⅰ) 적격 공급원이 추가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자여서는 안 된다.

(ⅱ) 자격을 구하는 입찰자(제안자)가 주장하는 기술 데이터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격을 구하는 입찰자(청약자)는 자신의 자격취득여부를 즉시 통보받아야 한다. 그

리고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이유를 제공받아야 한다.

(b) 상황이 적절하다면, 자격요건 설정의 책임이 있는 기관은 해당 자격요건과 관련이 

있는 물품을 구매하는 조달기관(procuring activity)을 위하여, 경쟁조정관(competition 

advocate)에게, 입찰자(제안자)(또는 물품)가 충족시켜야 할 자격 기준을 특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결정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결정을 검토한 경쟁조정관의 논평을 고려

한 후, 조달기관의 장은 자격요건의 대상에 대하여 9.202(a)(1)(ⅱ)부터 (4)에 해당하는 

요건들을 2년까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적용을 면제하기로 한 결정은 기관장 또는 

9.202조(a)(1)의 행위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품질인증제품목록

(QPL), 품질인증제조업체목록(QML) 또는 품질인증입찰자목록(QBL)에 있는 자격요건에 대

해서는 이 paragraph에 규정된, 적용 면제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c) 입찰자(제안자)(또는 물품)가 계약관에게 본인이 자격 기준에 맞는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예정 낙찰일 전까지 해당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해당 입찰

자(제안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만으로 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입찰서(제안서)를 고려하지 못할 수 없다.

(1) 입찰자(제안자)가 국방부 또는 항공우주국이 관리하는 품질인증제품목록, 품질인증

제조업체목록 또는 품질인증입찰자목록에 있지 않다.

(2) 1984년 10월 19일 이후 국방부 또는 항공우주국이 정한 품질인증요건을 충족한 것으

로 확인되지 않았다.

(3) 민간기관(NASA는 포함하지 않음)이 정한 품질인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

았다.

(d) 입찰자(제안자)가 해당 품질인증요건의 타당성이나 본인의 해당 요건 부합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소기업청에 문제를 회부한 때에는, 계약관은 소기업청에 회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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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처리하는 절차(subpart 19.6)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e) 계약관은 입찰자(제안자)에게 본인이 자격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예정된 낙찰을 연기할 필요는 없다. 또한 기관장이나 지명 받은 자의 승인

이 있는 경우에는, 9.202조(a)를 준수하기 위해 조달을 연기할 필요는 없다.

(f) 국방부나 항공우주국이 QPL, QML, QBL을 시행한 때부터 7년 이내, NASA외의 민간기

관이 최초로 자격요건을 정한 후부터 7년 이내에, 9.202조(a)에 따라 해당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유효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국방부와 항공우주국은 QPL, QML, QBL의 요건이 

아닌 품질인증요건도 시행 후 7년 이내에 심사하고 유효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9.202(b)에 따라 요건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은 7년의 기간 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203 품질인증제품목록(QPL)·품질인증제조업체목록(QML)·품질인증입찰자목록(QBL) 품질

인증요건

(a) 제조업체나 유통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물품이 규격요건이나 제조업체나 

입찰자(제안자)에 일치하는지 검사·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QPL, QML, QBL의 자격심사 

및 목록화 절차에 의한다. 그리고 제조업체나 입찰자(제안자)는 이 절차를 통해서 본인

들이 자격 기준에 일치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자격요건에 일

치하는 제품·제조업체·입찰자(제안자)의 이름은 그들의 상태에 해당하는 목록에 포함

이 된다. 일반적으로, 자격심사는 특정조달행위 전에, 그리고 독자적으로 실시된다. 자

격심사 후에 해당 제품, 제조업체 또는 입찰자(제안자)는 연방 또는 군의 QPL, QML, QBL

에 포함된다(적절한 목록에 포함되지 못한 물품, 제조업체, 입찰자(제안자)에 관해서는 

9.202(a)(2) 참고).

(b) 적격제품을 요구하는 규격서는 다음의 간행물에 포함이 된다.

(1) 연방 규격, 기준 및 상용품목명세에 관한 GSA 색인, FPMR 101-29.1 

(2) ASSIST(국방부 조달 능률 및 표준 정보시스템)(http://assist.daps.dal.mil)

(c) 자격심사절차에 관한 설명서는 다음 간행물에 포함된다.

(1) 연방표준매뉴얼, FSPM-0001

(2) 국방부 표준(기준) 961과 962에 따라 수정된 국방표준매뉴얼 4120.24-M, 부록 2 

(d) (b)와 (c)에 있는 간행물들은 일반국민에게 판매된다. (b)(1)과 (c)(1)의 간행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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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조(d)(1)에 있는 수취인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b)(2)와 (c)(2)의 간행물은 

11.201조(d)(2)에 규정된 수취인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9.204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책임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해당 기관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 적격요건에 관한 공개. 새로 정해질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능동적 경쟁이 두 명 미

만의 제조업체 간에 또는 두 명 미만의 제조업체의 제품 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설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해당 기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적격성을 갖춘 추가적 공급원 또는 제품을 찾는다는 통지를 GPE를 통하여 정기적으

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관이 그 간행물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결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테스트 및 평가비용을 부담하거나, 적격성을 갖추고 있어 

해당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계약을 위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기업이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테스트 및 평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품목의 생산에 드는 비용, 생

산·품질관리·기타 시스템을 테스트 평가대상으로 설정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외). 그러

나 자격을 갖춘 공급원이나 제품의 추가에 따른 경쟁의 증가로 인하여, 기관에 의해 일

정기간 동안 발생되는 비용을 충분히 상환할 정도로 비용을 절감(기간 및 자격요건의 가

치를 고려해 볼 때)하게 될 것이라고 기관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테스트·평가 비용을 정부에게 부담하도록 요청하는 잠재 계약자는 소기업법 

section 3에 따라 소기업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증명하여야 한다.

(b) 규격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자격 부여

(c) 기관의 절차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제조업체 및 공급자를 

목록화

(d) 잠재 입찰자(제안자) 및 일반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들에게 품질인증제품목록, 

품질인증제조업체목록, 품질인증입찰자목록의 요건 또는 품질인증요건을 제공

(e)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요건 확인

(f) 계약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 입찰요청서에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

한 동의서 제공

(g) 필요하다면, 목록화 된 제품, 제조업체 또는 입찰자(제안자)의 자격 심사를 취소하

거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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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품질인증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제조업체 또는 입찰자(제안자)의 목록을 제공받는 

사람과 해당 목록에 있는 공급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림.

(1) 해당 목록이 해당 제품·제조업체 또는 기타 공급원을 정부가 보증한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2) 목록에 있는 제품 또는 공급원은 최근의 규격조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다. 

(3) 해당 목록은 통지 없이 수정될 수 있다.

(4) 그 제품 또는 공급원의 목록화가 공급자에 대하여 명시조건의 준수를 면제해주는 것

은 아니다.

(5) 광고 또는 공개를 목적으로 목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제품/공급원만이 

자격을 갖춘 제품/공급원이라거나, 정부가 목록상의 제품/공급원을 어떤 식으로든 추천

하거나 보증한다고 내용을 기재,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ⅰ) 다음의 경우에 적격 제품 또는 적격 제조업체에 대한 재검사

(1) 이전 자격심사에 대한 유효성에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제조업체가 자신의 제품을 

바꾸거나 재료 또는 제조 과정을 변경한 경우

(2) 규격서의 요건이 해당 제품의 특징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수정되거나 개정

된 때 

(3) 해당 제품의 품질이 규격서와 일치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9.205 낙찰 전에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

(a) 품질인증요건이 필요하다고 기관이 결정한 경우에는, 요건을 정할 책임이 있는 

기관은 제조업체와 다른 공급원들로 하여금 본인의 능력이 자격에 관한 특정 기준을 충

족시킨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낙찰 전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기관은 품질인증요건을 설정하기 전에 GPE에 공지하여야 한

다. 해당 공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인증요건을 설정한 목적

(2) 제품의 규격번호 및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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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202조(a)(2)에 정한 정보 및 기회에 관한 요청서를 제출할 기관의 이름과 주소

(4) 품질인증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낙찰을 기관이 개시할 날짜

(5) 자격심사 테스트를 받기 위해 제품을 제출한 때에, 신청인은 테스트가 시작되기 전

에 요청받은 제조업체의 특정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

(6) 자격심사 테스트를 위해 제품을 제출한 후 해당 제품이 테스트에 합격하였는지 불합

격하였는지를 신청자가 통지받기까지 걸리는 개략적인 시간 간격

(b) 품질인증요건 설정의 책임이 있는 기관은, 이미 자격을 갖추어 추가된 제품 ․  제조

업체나 기타 공급원의 목록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9.206 자격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조달 

9.206-1 일반

(a) 기관은 우선적으로 9.202조(a)에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서는 QPL, QML 또는 QBL

을 강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종전에 QPL, QML 또는 QBL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

고, 품질인증요건이 다음 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202조(a)에 관계없

이 품질인증요건을 강제할 수 있다.

(1) 민간 기관(NASA 불포함)을 위해서, 1984년 10월 30일전에 법규에 의하여 설정된 품

질인증요건

(2) 국방부 또는 NASA를 위해서, 1984년 10월 19일 전에 법규나 행정행위에 의해 설정된 

품질인증요건. 상기한 날짜 이후에 설정된 품질인증요건은 9.202조(a)에 따라야 강제될 

수 있다.

(b) 기관장 또는 지명 받은 자가 비상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

찰 전후를 불문하고, 기관이 품질인증요건을 강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그 이후로 해당 요건을 강제하지 않을 수 있다.

(c) 품질인증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 계약관은 입찰자(제안자)가 낙찰일 이전에, 입찰

자(제안자) 자신, 자신의 제품, 자신의 하도급자, 하도급자의 제품이 자격 기준에 적합

하다는 점을 만족스럽게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

인된 입찰(제안) 또는 QPL, QML, QBL에 포함된 입찰(제안)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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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품질인증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제품을 완제품의 한 부품으로써 조달하려고 하는 경

우에, 계약관은 해당 제품이나 공급원이 낙찰 전에 자격 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모

든 부품과 부품에 대한 품질인증요건들이 입찰요청서에서 적절하게 나와 있음을 확인하

여야 한다. 

(e) 품질인증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조달에서, 계약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

다.

(1) 품질인증요건을 포함한 입찰요청서를 발행하기 전에, 잠재 공급자들에게 해당 내용

을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입찰요청 공지를 한다. 해당 공지는 잠재 입찰자

(제안자)가 자격 기준에 맞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요건을 포함한 

규격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납품 요건에 일치하도록 허용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공지

는 5.204에 부합하도록 공표되어야 한다. 사전입찰요청의 공지 여부에 상관없이, 일반적

인 요약공고 요건을 다루고 있는 subpart 5.2가 적용된다.

(2) 품질인증요건의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잠재 계약자들에게 입찰요청서를 배부한다.

(3)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조달에 있어서는 품질인증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절차에 따

라 요청한다. 요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입찰요청서에 해당 내용을 적시한다.(9.206-1(b)

참고)

(4) 공급자들로부터 받은 품질인증요건에 관한 정보 요청사항을 요건 설정에 책임이 있

는 기관에 전달한다.

(5) 입찰요청서를 발부한 시간과 낙찰 사이의 시간을, 납품 조건에 일치하도록 최대한으

로 허용한다. 최소한의 시간이 주어진 경우에, 계약관은 5.203에 규정된 기간을 따라야 

한다.

9.206-2  계약 조항

계약관은 해당 조달이 품질인증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09-1(품질인증요건)에 있는 항들을 삽입하여야 한다.

9.206-3 경쟁

(a) 입찰요청 전

품질인증요건을 조달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계약관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공급

원의 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입찰요청서를 발부하기 전에, QPL, QML, QBL 또는 공급자 확

인서를 검토하여야 한다.(품질인증요건을 설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9.204(a)참고) 공급원의 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관은 기관에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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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가능한 많은 공급원들이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입찰요청 시기를 재조정하기 위하

여, 현재 평가 대상인 공급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예정 

날짜를 조정하도록 요청

(2) 품질인증요건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품질을 입증하거나 테스트하는 것이 가

능한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

(b) 입찰요청 후. 계약관은, 비록 QPL·QML·QBL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품질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조달에 관심을 보인 기업들의 이름과 주소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해당 기관은 관심을 보인 기업들이 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9.207 품질인증요건과 관련한 지위의 변화

(a) 공급자를 QPL·QML·QBL에서 제거하거나 삭제할 만한 상황이나, 공급자가 계속 요건

을 충족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계약관

은 이를 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품질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이나 서비스가 조사나 승낙을 받기 위해 제출

되었을 때

(2) 이전에 거절되었으나 결함이 수정되지 않은 채로, 조사나 승낙을 받기 위해 물품이

나 서비스가 제출된 때

(3) 이전에 품질인증요건에 맞는 물품을 제조하였던 공장의 위치나 소유주가 변경되었으

나 이후에 재평가를 요청하지 않은 공급자가 있는 때

(4) 이전에 품질인증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제조하였던 업체가 해당 제품을 더 이상 제

조하지 않고 있는 때

(5) 공급자가 QPL, QML, QBL에서 제외되기를 요청하는 때

(6)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예, 9.204(h)(5)에 반한 광고나 

공개 

(7) 규격이 개정되어 새로운 품질인증요건을 필요로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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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조 변경이나 디자인 변경이 품질인증요건으로 포함이 된 때

(9) 해당 공급자가 배제대상목록에 올라와 있는 때(subpart 9.4 참고)

(10) 품질인증요건을 조건으로 한 계약의 이행이 만족스럽지 않은 때

(b) 위에 열거한 상황이나 물품/공급원의 품질인증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 기

타 합리적인 상황들을 고려한 후에, 기관은 사전 통지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그러나 해당 물품이나 공급원이 QPL, QML, QBL에서 제거되거나, 더 이상 자격 기준

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관은 이에 영향 받은 당사자에게 즉시 통

지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에는, 해당 물품이나 공급원이 더 이상 품질인증요건을 충족하

는 않는 이유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

9.3 - 시제품 테스트 및 인증

9.301  정의

“인증서”란 계약관이 시제품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받아들여 계약자에게 보내는 서면 

통지를 말한다. 

9.302  일반

시제품 테스트 및 인증절차(이하 테스트 및 인증이라고함.)는 계약자가 모든 계약요건에 

일치하여 인수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증한다. 테스트결과 및 인증

서를 요구하기 전에, 계약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납품 비용이나 납품일에 미치는 영향

(b) 진행된 해당 테스트가 정부에 끼칠 위험성

(c) 원하는 품질을 보증할 수 있으면서, 비용이 더 적게 투입되는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9.303  용도

테스트 및 인증은 다음의 경우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a) 이전에 계약자가 정부에 물품을 조달한 적이 없는 경우

(b) 이전에 계약자가 정부에 물품을 조달한 적이 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규격서나 제조 과정에 사후 변화가 있는 경우

(2) 장기간 생산이 중단된 경우

(3) 이전 계약 하에서 조달한 물품이 그 수명에 있어 문제를 야기한 경우

(c) 해당 물품이 성능 규격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경우

(d) 인증된 시제품을 제조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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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4  예외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계약에는 테스트 및 인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a) 조사개발

(b) 낙찰 전에 품질인증을 요구하는 제품(예, 사용가능한 품질인증제품목록이 있는 때

(Subpart 9.2 참조)) 

(c) 상용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제품

(d) 완전하고 세밀한 기술규격의 적용을 받는 제품. 다만 테스트 및 인증 없이는, 제품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들 정도로 요건이 새롭거나 까다로운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305 부담

시제품 인증을 받기 전, 재료나 부품의 구입 또는 생산의 착수는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단독 부담이다.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약관은 계약자가 시제품 인증을 받

은 후 재료와 부품을 구입하고 생산하는데 드는 시간을 그에게 충분히 주어야 한다. 정

부 요건에 의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관은 계약자가 시제품 인증을 

받기 이전에, 납품 일정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그가 특정 재료나 부품을 구입하거나 

생산에 착수하도록 할 수 있다.(52.209-3(시제품 인증-계약자 테스트)에 있는 Alternate 

Ⅱ, 52.209-4(시제품 인증-정부 테스트)의 Alternate Ⅱ 참고) 이러한 허가로 인해 발생

하는 비용은 다음의 계약에서 정산할 수 있다.  

(1) 일의 진척도에 따른 정기적인 지불

(2) 계약이 정부의 편의상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 대금정산

9.306  입찰요청서의 요건

테스트 및 인증 요건을 포함하는 입찰요청서는, 

(a) 계약자가 시제품 인증 테스트에 책임을 지는 경우, 다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시제품이 인증을 얻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성능 특성 및 기타 특징 사항들

(2) 인증을 받기 위해 받아야 할 테스트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 요건

(3) 정부에 제출할 시제품 승인 테스트 보고서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 데이터

(b) 정부가 시제품 인증 테스트에 책임을 지는 경우, 다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시제품이 인증을 얻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성능 특성 및 기타 특징 사항들

(2) 시제품 인증을 위한 테스트

(c) 이전에, 이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 납품되어 정부가 인수한 적이 있는 때에

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입찰자(제안자)들에게 알려야 한다.(52.209-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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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대안 입찰서(하나는 테스트 및 인증을 포함하는 입찰서, 다른 하나는 테스트 및 인

증을 포함하지 않는 입찰서)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9.306)

(e) 시제품 수량과 전체 계약 수량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52.209-3(시제

품 인증-계약자 테스트)의 (e), 52.209-4(시제품 인증-정부 테스트) 참고)

(f) 생산 수량에 대한 납품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12.104)

(1) 납품 일정은 테스트 및 승인의 여부에 상관없이 같을 수 있다.

(2) 테스트 및 승인을 하지 않아서 정부가 조기 납품을 원하는 때에는, 납품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기 납품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납품 일정이 단축되었다는 점이 낙찰을 

위한 평가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52.209-4(시제품 인증-정부 테스트)의 조항들에

는 시제품에 대한 납품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g) 9.306(c)에 따른 입찰자(제안자)의 적격성을 문서화하는 경우에는 계약 번호를 제출

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h) 인증된 시제품이 제조 기준으로써 제공될 것인지의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i) 정부가 시제품 테스트에 책임을 지는 때에는, 정부가 산정한 테스트 비용을 입찰자

(제안자) 평가 요소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한다.

(j) 시제품에 들어간 비용이나 테스트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는 경우에, 시제품의 가격과 

테스트에 소요되는 비용 간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점을 입찰자(제안자)에게 알려야 한

다. 

9.307 정부의 행정 절차

(a) 계약자가 정부 연구소나 계약에서 지정한, 인증에 책임이 있는 다른 기관에게, 시제

품이나 시제품 테스트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계약관리부서는 해당 기관에게 관련 내

용을, 가능하면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 해당 기관에게 테스트 및 인증, 평가에 관한 계약 요건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2) 52.209-3(시제품 인증-계약자 테스트)의 (b)항이나 52.209-4(시제품 인증-정부 테스

트)에 있는 공지 요건에 대해 주의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3) 해당 기관이 계약관리부서에게 테스트/평가의 완료일을 알리도록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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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부 연구소나 시제품 테스트/평가의 책임을 맡은 다른 기관은 인증·조건부 인증·

불인증 결과를 계약부서에 알려야 한다. 그러면 계약관은 계약자에게 이후에 취해진 조

치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관리부서에 해당 통지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

다. 해당 통지에는 시제품의 운송번호, 계약서상의 품목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계약

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설계, 디자인, 규격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 조항(Changes 

clause)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에게 제공된, 인증·조건부 인증·불인증 통지에 의하여 

변경해서는 안 된다. 

9.308  계약 조항

9.308-1 계약자가 수행하는 테스트 

(a)(1) 정액계약을 고려하고 있고, 해당 계약이 (i) 시제품을  인증 받을 것과 (ⅱ) 계

약자가 시제품 테스트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 때에는, 계약관은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09-3(시제품 인증-계약자 테스트)에 있는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시제품을 생산한 시설에서 계약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하는 경우에, 계

약관은 52.209-3의 해당 조항과 Alternate I 을 이용하여야 한다. 

(3) 시제품을 인증받기 전에, 계약자에게 재료를 구매하게 하거나 생산에 착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관은 52.209-3의 해당 조항과 Alternate Ⅱ 을 이용하여야 

한다.

(b)(1) 실비정산계약(cost-reimbursement contract)을 고려하고 있고, 해당 계약이 (i) 

시제품을 인증 받을 것과 (ⅱ) 계약자가 시제품 테스트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 

때에는, 계약관은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09-3(시제품 인증-계약자 테스트)의 조항

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시제품을 생산한 시설에서 계약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하는 경우에, 계

약관은 52.209-3(시제품 인증-계약자 테스트)의 조항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항 그리

고 Alternate I 을 이용하여야 한다.

(3) 시제품을 인증받기 전에, 계약자에게 재료를 구매하게 하거나 생산에 착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관은 52.209-3(시제품 인증-계약자 테스트)의 조항들과 실질

적으로 동일한 조항 그리고 Alternate Ⅱ 을 이용하여야 한다.

9.308-2 정부가 수행하는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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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정액계약을 고려하고 있고, 해당 계약이 시제품을 인증 받을 것, 그리고 정부가 

시제품 테스트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 때에는, 계약관은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09-4(시제품 인증-정부 테스트)에 있는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시제품을 생산한 시설에서 계약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하는 경우에, 계

약관은 52.209-4의 조항과 Alternate I 을 이용하여야 한다. 

(3) 시제품을 인증받기 전에, 계약자에게 재료를 구매하게 하거나 생산에 착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관은 52.209-4의 조항과 Alternate Ⅱ 을 이용하여야 한다.

(b)(1) 실비정산계약(cost-reimbursement contract)을 고려하고 있고, 해당 계약이 시제

품을 인증 받을 것, 그리고 정부가 시제품 테스트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 때에

는, 계약관은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09-4(시제품 인증-정부 테스트)의 조항과 실질

적으로 동일한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시제품을 생산한 시설에서 계약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하는 경우에, 계

약관은 52.209-4(시제품 인증-정부 테스트)의 조항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항 그리고 

Alternate I 을 이용하여야 한다.

(3) 시제품을 인증받기 전에, 계약자에게 재료를 구매하게 하거나 생산에 착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관은 52.209-4의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항 그리고 

Alternate Ⅱ 을 이용하여야 한다.

9.4 - 계약자의 정부조달참여 자격제한(debarment), 자격정지(suspension), 및 부적격

(ineligibilty)

9.400 범위

a) 이 subpart는

1) 9.406-2와 9.407-2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여, 정부기관이 계약자의 자격을 제한·정

지시키는 정책과 절차를 기술한다. 

2) 자격제한계약자목록·자격정지계약자목록·자격제한예정계약자목록 및 부적격 계약자

목록에 대하여 규정한다.

3) 해당 목록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b) 이 subpart가 부적격 계약자의 목록과 이 목록이 끼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고 하더라도, 부적격 선언을 규율하는 정책과 절차는 정하지 아니한다.

9.40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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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103-355, Section 2455(31 U.S.C. 6101, note)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2689

호에 따라서, 행정명령 12549호를 시행하는 비조달분야 일반규정(nonprocurement common 

rule)에 의하여, 1995년 8월 25일 이후에 취해진 모든 자격제한조치, 자격정지조치나 다

른 범정부적인 자격상실조치는 행정부 기관들에 의해, 이 subpart에 의한 자격제한 ․ 자
격정지조치로써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 효력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이 subpart에 

따라서 1995년 8월 25일 이후에 취해진 자격제한 ․ 자격정지 ․ 다른 범정부적인 자격상실

조치는 해당 기관 및 참여자들에 의해서, 비조달분야 일반규정에 의한 자격상실조치로써 

승인되어야 하고 그래야 효력이 발생한다.

9.402  정책

a) 기관들은 책임성이 있는 계약자에게만 입찰(제안)을 요청하고, 책임성이 있는 계약자

에게만 계약을 낙찰하고, 책임성 있는 계약자와만 하도급계약을 맺도록 해야 한다. 자격

제한조치 및 자격정지조치는 이 subpart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며, 이 조치들

은 여기 규정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b) 자격제한 및 자격정지와 같은 성질의 제재조치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보호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부과되어야 한다. 기관들은 정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직 이 subpart에 정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서만, 자격제한조치나 자

격정지초치를 부과하여야 한다.

c) 기관들은 자격제한조치나 자격정지조치에 부합하는 각 기관별 방법과 절차를 만들도

록 하여야 한다.

d) 한 계약자에게 취할 자격제한 또는 자격정지에 대하여 두 곳 이상의 기관들이 이해관

계를 갖고 있는 때에는, 각 기관별로 자격제한 ․ 자격정지 ․ 행정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자격제한 및 자격정지에 관한 관계기관위원회(Interagency Committee on Debarment and 

Suspension)(행정명령 12549호에 따라 만들어져서,2009 회계연도 국방예산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Section 873에 의해 권한이 부여됨)가 먼저 우세한 기관

의 사안을 의결하고 이해관계 있는 모든 기관들 사이에서 해당 의결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e) 기관들은 이 subpart의 절차와 정책을 시행할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9.403 정의

이 subpart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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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affiliates)”란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1) 한 기업·조직·개인이 다른 기

업·조직·개인을 관리(control)하거나 관리할 권한을 갖고 있거나 (2) 제3자가 양자 전

부를 관리하거나 관리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 기업, 조직 또는 개인은 서로의 계

열사이다. 관리(control)에는 경영이나 소유의 연동, 구성원 간에 동일한 이해관계, 시

설과 장비의 공유, 직원의 공동 활용 등이 해당되며, 계약자가 자격제한·자격정지·자

격제한 예정된 이후에 새로 사업체를 세웠는데 이 사업체가 계약자가 자격제한·자격정

지·자격제한 예정되었던 때와 동일한(또는 유사한) 관리·소유·핵심 직원을 여전히 갖

고 있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기관(agency)”이란 행정부, 국방부 또는 국방관련 기관, 행정부의 기타 기관이나 독

립적인 기관들을 말한다.

“민사 판결”이란 사법권을 갖고 있는 법원이 민사범죄에 내린 판결 또는 평결을 말한

다.

“계약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정부 선하증권이나 상업 선하증권에 따른 운송 계약 또는 정부 계약에 따른 하도급

계약을 포함하여 모든 정부 계약을 위해서 직간접으로(예, 계열사를 통해) 입찰서(제안

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낙찰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해당 계약에 대해 입찰

서(제안서)제출하거나 낙찰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개인이나 법인

(2) 다른 계약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정부와 업무를 처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그러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개인이나 법인.

“자격제한 담당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1) 기관장

(2) 자격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자

“기소”란 형사 범죄에 관한 고발을 말한다. 형사 범죄를 고소할 권한이 있는 당국이 

고발하거나 소(訴)를 제기하는 것은 기소와 같은 효과를 발생한다.

“법적 절차”란 정부가 당사자인 민사절차 또는 형사절차를 말한다. 민사·형사절차에

서 유래하는 상소절차를 포함한다.

“비조달분야 일반규정”이란, 연방행정기관이 행정명령 12549호에 의한 비조달 거래에, 

개인이나 법인의 참여를 정지, 제한 또는 배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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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달 거래의 예로는 보조금, 협력협정, 장학금, 연구비, 지원계약, 대출, 대출보증, 

장려금, 보험, 특정 용도로 비용 지급, 기부협정이 있다. 

“자격정지 담당관”이란 다음과 같다.

(1) 기관장

(2)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자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란 계약자가 다음의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

다.

(1) 국제거래위원회가 결정한, 1930년 관세법 330조(19 U.S.C. 1337) 위반

(2) 1979년 수출관리법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조정위원회”의 협정을 위반한 것으

로 상무장관이 판단한 위반 또는 이와 유사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수출관리협정의 위반

(3) 공급품에 대해서 국외의 동의를 받았다는 확인서의 중요 내용에 관해 고의적으로 허

위진술

9.404  부정당업자 명단(Excluded Parties List System)

(a) 연방조달청은

(1) 웹기반 부정당업자 명단(EPLS)를 운영한다.

(2) EPLS를 이용하는 연방 기관들에 기술적 지원을 한다. 

(3) 명단의 유지 및 배포를 맡고 있는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명단에 포함시킨다.

(b) EPLS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1) 자격제한·자격정지 된 계약자, 자격제한이 예정되어 있거나, 부적격으로 판정된 계

약자, 비조달분야 일반규정에 따라 자격이 없는 계약자들의 이름과 주소. 하나의 조치에 

두 명 이상의 이름이 있는 때에는 상호 언급한다.

(2) 조치를 취하는 기관 또는 기타 당국의 이름

(3) 해당 조치를 취한 사유(이 subpart에서 승인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9.406-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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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7-2를 참고) 또는 기타 법적 권한이나 규정상의 권한

(4) 조치로 인한 결과

(5) 각 명단의 종료일 

(6) 국제사업자번호(DUNS No.)

(7) 사회보장번호(SSN), 사업자번호(EIN), 또는 기타 납세자번호(TIN) 

(8) 해당 조치사항에 대해 문의할 기관의 이름과 전화번호

(c) 각 기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연방조달청(GSA)으로부터, 자료 입력을 위해 EPLS에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받

아야한다.

(2) 현재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필요할 있는 때에는, GSA에 통보하여야 한다.(예, 기관의 

직원이 퇴직하거나 업무가 변경된 경우)

(3) 조치 발효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section (b)항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입력하여

야 한다. 

(4)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기관의 권한으로, 사회보장번호, 사업자번호, 또는 기

타 납세자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조치를 수정하거나 철회한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5일 이내에 EPLS를 갱신하여야 한

다. 

(6) 내부적 보유절차에 따라서, 기관이 행한 각각의 자격제한, 자격정지, 또는 예정된 

자격제한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유하여야 한다. 

(7) 이 subpart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들은 EPLS에 명단이 있는 계약

자들에게 입찰(제안)을 요청하거나, 그들에게 계약을 낙찰하거나, 그들과의 하도급계약

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8) 명단에 있는 계약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기관이나 기타 당국에게 직접 문의를 하

여야 한다.



- 166 -

(9) EPLS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 (d)에 제공된 EPLS 웹사이트에서 얻

을 수 있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여 GSA에 연락하여야 한다. 

(d) EPLS는 http://epls.gov에서 볼 수 있다. 

9.405  명단 등재 결과

(a) 자격제한 ․ 자격정지를 받았거나 자격제한 예정인 계약자는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

된다. 그러므로 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기관은 이런 계약

자에게 입찰(제안)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낙찰해서는 안 되며, 그런 계약자들과 맺는 하

도급계약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9.405-1(b), 9.405-2, 9.406-1(c), 9.407-1(d) 및 

23.506(e) 참고). 자격제한 ․ 자격정지를 받았거나 자격제한 예정인 계약자는 또한 다른 

계약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의 자격으로, 정부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b) 법적 절차나 다른 규정의 절차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되어 EPLS에 등재된 계약자

는, 해당 법이나 규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동안, 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기관은 해당 조건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동안, 부적격 계약자에

게 입찰(제안)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낙찰해서는 안 되며, 이런 계약자들과 맺는 하도급

계약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c) 자격제한 ․ 자격정지를 받았거나 자격제한 예정인 계약자는 개인적 보증을 설 수 없

다(Part 28 참고).

(d)(1) 입찰서를 개봉하거나 제안서를 접수한 후에, 계약관은 EPLS를 검토하여야 한다.

(2) EPLS에 등재된 계약자가 입찰권유서(invitation of bids)에 대한 회신으로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입찰서는 입찰 개요에 포함되어야 하며, 거절되어야 한다. 단, 기

관장이 해당 입찰서를 검토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서면으로 결정한 때에는 그

러지 아니한다.

(3) 명단에 있는 계약자가 접수한 제안서, 견적서 또는 입찰서는 낙찰을 위해 심사되거

나 경쟁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적격 기간 동안에는 명단에 있는 입찰자

와 시담을 해서도 안 된다. 단, 기관장이 그렇게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서면

으로 결정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4) 낙찰 직전에, 계약관은 명단에 있는 계약자에게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EPLS를 검토하여야 한다.

9.405-1  현재 계약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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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자가 자격제한 ․ 자격정지 상태나 자격제한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기관

장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계약자가 자격제한, 자격정지 또는 자격제한 예정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지속할 수 있다. 계약을 완료하는 경우, 완료 조

치의 형태에 대한 결정은, 해당 조치가 적절할 수 있도록 계약 및 기술 담당자의 검토와 

법적 자문이 있은 후에만 내려져야 한다.  

(b) 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서면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주문기관은, 자격제

한 ․ 자격정지 또는 자격제한 예정 계약자에게-

(1) 수량불확정계약(indefinite quantity contracts)에서 보장된 최소 수량을 초과하여 

주문할 수 없다.

(2) 연방공급목록 계약, 일괄구매협정이나 기본주문협정에 의해 주문할 수 없다.

(3) 신규 과업을 추가하거나, 옵션을 행사거나, 현행 계약이나 주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9.405-2  하도급계약 제한

(a)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하도급계약에서, 자격제한 ․ 자격정지 상태이거나 자격제

한 예정인 계약자가 하도급계약자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subpart 44.2 참고)에. 계약관

은 해당 하도급계약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단, 기관장이 동의 조치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하도급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

격 판정에 대해서는 9.405(b)를 참고)

(b) 정부는 정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킨다. 

52.209-6(자격제한, 자격정지, 자격제한 예정 계약자와의 하도급계약시 정부의 이익 보

호) 조항에 의해, 계약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자격제한 ․  자격정지 상

태거나 자격제한 예정 계약자와 30,000달러를 초과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EPLS 등재로 인하여, 자격제한 ․ 자격정지 상태이거나 자격제한 예정인 자로 증명이 된 

당사자와 계약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9.404 참고), 기업 담당자나 계약자

의 지명을 받은 자는 52.209-6(자격제한 ․ 자격정지 상태이거나 자격제한 예정인 계약자

와의 하도급계약시 정부의 이익 보호) 조항에 따라, 해당 하도급계약의 체결 전에 서면

으로 계약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자의 성명

(2) 하도급계약자가 EPLS에 등재된 사유에 대한 계약자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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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PLS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자와 거래하려는 부득이한 사유

(4) 자격제한 ․ 자격정지 상태이거나 자격제한 예정인 당사자에 대한 특별한 근거 때문에 

그와 거래하는 때에, 정부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마련한 시스템과 절차

(c) 계약자가 52.209-6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계약자구매시스템검토( Contractor 

Purchasing System Reviews)기간 동안 검토된다(44.3절 참고).

9.406  자격제한(Debarment)

9.406-1  일반

(a) 자격제한이 정부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격제한 담당자의 책임이

다. 공익을 위해서, 9.406-2의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자의 자격을 9.406-3의 절차를 이용

하여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자격제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반드시 계약자의 자격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제한을 결정함에 있어서, 계약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중요성과 

구제 조치 또는 경감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자격제한을 결정하기 전에, 자격제한 담

당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계약자가 자격제한 사유로 여겨지는 행위를 한 시점과 장소에서, 효과적인 행동기준

을 갖고 해당 행위를 내부적으로 통제하였는지 여부. 또는 자격제한 사유로 거론되는 행

위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있기 전에, 조치들을 취하였는지 여부.

(2) 자격제한 사유로 거론된 행위에 대해, 계약자가 적절한 시기에 정부기관에게 알렸는

지 여부

(3) 계약자가 자격제한 사유를 둘러싼 상황들을 충분히 조사하였는지 여부. 조사하였다

면, 자격제한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여부

(4) 계약자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리고 법원 절차나 행정 조치 기간 동안에, 정부

기관에 충분히 협력하였는지 여부

(5) 계약자가, 정부가 지불한 조사비용이나 행정비용을 포함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모

든 형사·민사·행정적 배상책임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기로 하였는지 그리고 완전히 

원상회복하였거나 원상회복하기로 하였는지 여부

(6) 계약자가, 자격제한 사유로 여겨진 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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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내렸는지 여부

(7) 계약자가, 정부가 인정한 조치들을 포함한 구제조치를 이행하거나 이행하기로 합의

하였는지 여부

(8) 계약자가 검토절차·통제절차·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였는지 

또는 그럴 예정에 있는지 여부

(9) 계약자가 자신의 조직 내에서,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도록 만든 상황을 충분한 시

간을 가지고 제거하였는지 여부

(10) 계약자의 경영진이 자격제한의 사유를 발생시킨 위법행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해하였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지 여부

(a)항에 규정된 경감 요소와 구제 조치의 존재 또는 부재가, 계약자의 현재의 책임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

우에는, 계약자는 자격제한 담당자에게 현재는 책임과 자격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부담을 진다. 

(b) 자격제한 조치는 해당 계약자의 모든 부서나 조직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단, 해당 

자격제한 결정이 특정 부서, 특정 조직 부문, 특정 물품에만 적용되는 조건으로 제한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격제한 담당자는 계약자의 계열사가 다음에 경

우에 해당하는 때에, 자격제한 결정을 계열사에게 확대할 수 있다.

(1) 특정하여 지명이 된 경우

(2) 자격제한이 예정되어 있고, 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9.406-3(c) 참고)

(c) 계약자의 자격제한 조치나 예정 자격제한 조치는 정부의 행정기관 전체에 유효하여

야 한다. 단, 기관장이나 지명 받은 자가 기관과 계약자간에 거래를 지속하여야 하는 부

득이한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d)(1) 자격제한 담당자가, FAR에 따른 조달계약 및 연방자산관리규정(Federal Property 

Management Regulations, FPMR)에 따른 연방자산 구매계약에서 계약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때에는, 해당 담당자는 계약자가 조달계약을 낙찰 받고 연방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2) 조달계약을 낙찰 받고 연방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계약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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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격제한에 관한 통지에 해당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적절한 FAR와 FPMR를 인용하여

야 한다.

9.406-2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자격제한 담당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a) 다음 사항들에 대한 유죄 선고 또는 민사 판결을 받은 계약자

(1) 다음과 관련된 부정행위 또는 범죄행위

(i) 이익 취득(Obtaining)

(ⅱ) 이익 취득의 시도 

(ⅲ) 공공 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의 이행

(2) 입찰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연방이나 주의 반독점법(anti-trust statues) 위반

(3) 횡령, 절도, 위조, 뇌물수수, 문서의 변조 또는 파기, 허위진술, 탈세, 연방 조세법 

위반 또는 장물 취득

(4) 미국이나 해외속령(outlying area)에서 생산된 물품이 아님에도, 미국이나 해외속령

(outlying area)에서 판매되거나 동 지역으로 선적된 상품에 고의적으로“미국산”(또는 

이와 유사한 표기) 라벨을 부착한 행위(방위물자생산법(공법 102-558) 202조 참고) 

(5) 정부 계약자나 하도급계약자의 현재의 책임성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건전성이나 정직성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기타의 위법행위

(b)(1) 다음의 행위(증거우위의 원칙에 근거)를 한 계약자 

(i) 다음과 같이, 자격의 제한을 정당화할 만큼 심각하게 정부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의 조

건을 위반

(A) 한 개 이상의 계약 조건을 고의적으로 불이행

(B) 한 개 이상의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이력

(ⅱ) 다음처럼, 1988년 마약 없는 직장을 위한 법(Drug-Free Workplace Act)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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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2.223-6(마약 없는 직장) 조항의 요건의 미준수

(B) 계약자가 마약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충실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으로, 직장에서 발생한 마약법 위반으로 다수의 직원이 유죄선고를 받음(23.504 참고).

(ⅲ) 미국이나 해외속령(outlying area)에서 생산된 상품이 아님에도, 미국이나 해외속

령(outlying area)에서 판매되거나 동 지역으로 선적된 상품에 고의적으로“미국산”(또

는 이와 유사한 표기) 라벨을 부착한 행위(방위물자생산법(공법 102-558) 202조 참고)

(iv) 9.403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 (방위물자생산법(공법 102-558)의 제

201조 참고)

(v) 3,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연방세금 체납

(A) 다음 두 가지 기준 모두가 적용되는 경우에, 연방세금이 체납된 것으로 본다. 

(1) 해당 계약자에게 납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됨. 세금액수가 산정되었

다면, 납세 책임이 최종 결정된 것이다. 행정적 또는 사법적 이의제기가 진행 중인 경우

에는, 납세 책임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다. 납세 책임에 대한 사법적 항소(appeal)의 

경우는, 모든 사법적 항소권을 다 사용하고서야 납세 책임이 최종 결정된다.

(2)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함. 전액 납부기한이 도래하여 납부가 요구되는 때에, 납세 책

임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한 것이다. 강제 징수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한 것이 아니다.

(B) 예시

(1) 조세법원에 세금 결손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연방소득세법(I.R.C.) §6212에 따라서, 납세자가 세금 결손 통지를 받은 경우. 이것은 

최종적인 납세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납은 아니다. 납세자가 조세법원

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납세자가 모든 사법적 항소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최종적인 납

세책임이 아니다. 

(2) 국세청(IRS)이 납세자의 납세책임에 대해서 연방세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납세자가 연방소득세법(I.R.C.)§6320에 따라 해당 통지를 받은 경우. 납세자는 

I.R.C.§6320에 의하여, IRS의 Office of Appeals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IRS가 유치

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세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는 사전에 자

신의 납세책임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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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납세책임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는 최종적인 납세책임이 아

니기 때문에, 계약자가 세금을 체납한 것이 아니다. 납세자가 조세법원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납세자가 모든 사법적 항소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최종적인 납세책임이 아니다. 

(3) 납세자가 연방소득세법(I.R.C.)§6159에 따라서 분할 납부하기로 합의하여, 세금을 

적시에 납부하고 합의 조건을 완전히 준수하는 경우. 이 경우에 현재 납세자는 전액 납

부할 것을 요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의 세금은 체납된 것이 아니다.

(4) 납세자가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경우. 이 경우에 11 U.S.C. 362(파산법)에 따라 강제 

징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세금은 체납된 것이 아니다. 

(vi) 낙찰 받은 정부계약에 대해 최종 지급이 있은 후 3년까지, 해당 계약이나 해당 계

약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낙찰 ․ 이행 ․ 완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고용주가 정부 측에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음.

(A) 사기, 이해상충,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연방형법(Federal criminal law) 위반 또는 

United Sates Code Title 18에 따른 사례금 위반

(B) civil False Claims Act (31 U.S.C. 3729-3733) 위반 

(C) 32.001에서 정의된 계약 자금 지급에서 발생한 초과 지급이 아닌, 계약에 대한 중대

한 초과 지급

(2) 해당 계약자는 이민국적법 고용조항에 합치되는 않는다고,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이 결정한 계약자(행정명령 13286호에 의해 개정된 행정명령 12989호 참고). 

(c) 해당 계약자나 하도급자의 성질이 매우 심각하거나 위압적이어서 이것이 현재 그들

의 책임성에 영향을 끼친다 라는, 사유에 근거한 계약자나 하도급자

9.406-3  절차

(a) 신속한 보고 절차와 조사 절차, 그리고 해당 사안의 검토를 위해 자격제한 담당자에

게 회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b) 의사결정 과정 

(1) 기관은 자격제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규율하는, 가능한 한 비공식적인 절차를 

공정성 원리에 부합하도록 마련하여야 한다. 동 절차는 계약자(및 특정하여 지명된 계열

사)에게 직접,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예정된 자격제한에 반대하는 정보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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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유죄선고나 민사판결에 기초하지 않는 사안에 있어서, 계약자의 이의제기가, 예정된 

자격제한에 중요 사실에 관해서 진정한 분쟁을 발생시키는 경우, 기관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i) 계약자에게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고,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고, 기관이 제시하는 사람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ⅱ) 자격제한 결정 과정에 대한 기록을 만들고, 계약자가 요청하면 자신의 비용으로 해

당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와 기관이 상호 합의하에 기록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c) 자격제한 예정 통지. 자격제한 담당자는, 계약자 그리고 특정하여 지명된 계열사에

게 다음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자격제한 예정 통지서를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1) 자격제한 조치가 현재 고려되고 있다는 점

(2) 자격제한 대상 행위와 이에 대해서 자격제한을 예정한 사유

(3) 자격제한 예정에 관해 9.406-2에 근거한 사유 

(4)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에, 계약자는 직접,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자격제

한 예정에 반박하는 정보(중요 사실에 대한 진정한 분쟁을 야기하는 구체적인 추가 정보

를 포함)와 주장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 

(5) 자격제한 의사결정 절차

(6) 자격제한 예정 통지의 효력

(7) 실제 자격제한 조치로 인한 예상 효력

(d) 자격제한 담당자의 결정사항 

(1) 유죄선고나 민사판결을 기초로 하거나, 중요 사실에 관한 진정한 분쟁이 없는 사안

의 경우, 자격제한 공무원은 계약자가 제출한 서류와 행정 기록상의 모든 정보를 바탕으

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격정지가 없는 경우, 계약자가 제출한 정보와 주장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단, 자격제한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로 동 기간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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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i) 중요 사실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추가 절차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사실조사 결과

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자격제한 담당자는 발견한 사실 뿐 아니라 계약자가 제출

한 정보와 주장, 행적 기록상의 기타 정보들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ⅱ) 자격제한 담당자는 중요 사실에 관해 분쟁이 있는 사안을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서 

다른 공무원에게 회부할 수 있다. 자격제한 담당자는 해당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

부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조사결과가 임의적이고 애매하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확

실하게 결정한 경우에만 그러한다.

(ⅲ) 자격제한 담당자는 사실에 관한 분쟁 절차가 종료한 후에, 자격제한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한다.

(3) 자격제한 예정이 유죄선고나 민사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조치인 경우에, 자격제한을 

결정하게 된 사유는 증거우위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e) 결정사항 통지 

(1) 자격제한 공무원이 자격제한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기타 관련

된 계열사들에게 다음 내용을 배달증명우편으로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i) 자격제한 예정 통지 참고

(ⅱ) 자격제한 사유 명시 

(ⅲ) 자격제한 기간과 효력 발생일

(iv) 기관장이나 지명 받은 자가 9.406-1(c)에 따른 진술서를 만들지 않는 한, 해당 자

격제한이 정부의 행정기관 전체에 유효하다는 점을 통보

(2) 자격제한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제한 담당자는 계약자 및 관련 계열사들에

게 해당 내용을 배달증명우편으로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f)(1) 계약자가 자격제한 조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행정적 합의에 들어가는 때에

는, 자격제한 담당자는 웹사이트(www.cpars.csd.disa.mil에 접속한 후 FAPIIS를 선택)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2) 자격제한 담당자는 행정적 합의와 관련된 문서의 정확성에 책임을 지고, 해당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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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3일 이내에 시기에 맞춰 제출한다.

9.406-4  자격제한의 기간

(a)(1) 자격제한 기간은 제한 사유의 중요도에 비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격제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i) 1988년 마약 없는 직장을 위한 법규 위반(23.506 참고)으로 인한 자격제한 기한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ⅱ) 9.406-2(b)(s)에 따른 자격제한은 이 subsection (b)에 따라 연장되지 않는 한, 1

년이어야 한다. 

(2) 자격정지가 자격제한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결정할 때에 정지 기간

을 고려하여야 한다. 

(b) 자격제한 담당자가, 정부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자격제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자격제한은 최

초의 자격제한 조치의 근거가 된 사실과 정황에만 기초하여 연장될 수는 없다. 

9.406-2(b)(2)에 따른 자격제한의 경우, 해당 계약자가 이민국적법의 고용조항을 계속해

서 위반하고 있다고 국토안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이 판단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자격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9.406-3

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c) 자격제한 담당자는 계약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서류를 구비하여 요청하는 때에

는, 자격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새로운 물적 증거의 발견

(2) 자격제한의 근거가 된 유죄선고나 민사판결의 취소 

(3)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선의의(Bona fide) 변경

(4) 자격제한이 부과된 기타 사유의 소멸

(5) 자격제한 담당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기타 사유

9.406-5  자격제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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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자와 관련된 임원 ․ 이사 ․ 주주 ․ 동업자 ․ 직원이나 기타 개인이 저지른 부정행

위 ․ 범죄행위 또는 기타 중대한 부적절 행위의 경우, 동 행위가 계약자를 위하여 또는 

계약자를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중에 발생하였거나 계약자의 인지 ․ 승인 또는 묵인 

하에 발생한 때에는, 이를 계약자의 책임으로 할 수 있다. 계약자가 해당 행위로부터 발

생한 이익을 취득한 것은, 그가 해당 행위에 대해 인지 ․ 승인 또는 묵인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b) 계약자가 저지른 부정행위, 범죄행위나 기타 중대한 부적절 행위의 경우, 계약자와 

관련된 임원 ․ 이사 ․ 주주 ․ 동업자 ․ 직원이나 기타 개인이 계약자의 동 행위에 참여하였

거나, 동 행위가 계약자의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들에게 책임을 지

울 수 있다.

(c) 합작투자나 이와 유사한 협정에 참여한, 한 계약자의 부정행위, 범죄행위 또는 기타 

중대한 부적절 행위가, 합작투자나 유사 협정을 위한 것이었거나 합작투자나 유사 협정

을 대신한 것이었을 경우, 또는 이들 계약자들의 인지 ․ 승인 또는 묵인 하에 발생한 경

우에는, 해당 행위들을 다른 참가 계약자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 계약자가 해당 행

위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취득한 것은, 그가 해당 행위에 대해 인지 ․ 승인 또는 묵인하였

다는 증거가 된다.

9.407  자격정지(Suspension). 

9.407-1  일반

(a) 자격정지 담당자는 공익차원에서 9.407-3에서의 절차를 사용하여, 9.407-2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자의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b)(1) 자격정지는, 정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조사 절차나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부과되는 중대한 

조치이다. 

증거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관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정

보가 믿을만한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인지, 중요한 혐의가 입증이 되었는지, 결과로 어떤 

추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평가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 조사 보고서 

․ 서신과 같은 기본 문서에 대해서도 조사하여야 한다.

(2) 자격정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반드시 계약자의 자격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정

지 담당자는 계약자의 작위, 부작위의 중요도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9.406-1(a)에 규정된 것과 같은 구제 조치 또는 경감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계약자는 자신에게 자격정지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자격정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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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구제 조치나 경감 요소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신속히 제시하여야 하는 부담을 진

다. 구제 조치나 경감 요소의 존재 여부가 계약자의 현재 책임을 반드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c) 자격정치 조치는 해당 계약자의 모든 부서나 조직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단, 해당 

자격정지 결정이 특정 부서, 특정 조직 부문, 특정 물품에만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격정지 담당자는 계약자의 계열사가 다음에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자격정지 결정을 계열사에게 확대할 수 있다.

(1) 특정하여 지명된 경우 

(2) 자격정지 조치에 대한 사항과 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9.407-3(c) 참고)

(d)  계약자의 자격정지 조치는 정부의 행정기관 전체에 유효하여야 한다. 단, 기관장이

나 지명 받은 자가, 기관과 계약자간에 거래를 지속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서면으

로 명시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e)(1) 자격정지 담당자가, FAR에 따른 조달계약 및 연방자산관리규정(Federal Property 

Management Regulations, FPMR)에 따른 연방자산 구매계약 모두에서 계약자의 자격을 정

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때에는, 동시에 해당 담당자는, 계약자가 조달계약을 

낙찰 받고 연방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조달계약의 낙찰 받고 연방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계약자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때에

는, 자격정지에 관한 통지에 해당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적절한 FAR와 FPMR를 인용하여

야 한다.

9.407-2  자격정지 사유

(a) 자격정지 담당자는 계약자가 다음의 의심이 가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의 자

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다음과 관련된 부정행위 또는 범죄행위

(i) 이익 취득(Obtaining)

(ⅱ) 이익 취득의 시도

(ⅲ) 공공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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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연방이나 주의 반독점법 위반

(3) 횡령, 절도, 위조, 뇌물수수, 문서의 변조 또는 파기, 허위진술, 탈세, 연방 형사조

세법 위반 또는 장물 취득

(4) 다음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88년 마약 없는 직장을 위한 법 위반

(i) 52.223-6(마약 없는 직장) 조항 요건의 미준수

(ⅱ) 다수의 직원이 직장에서 발생한 마약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는 등 계약자가 마

약 없는 작장을 만들기 위해 충실한 노력을 다하지 못하였음이 나타남. (23.504 참고)

(5) 미국이나 해외속령(outlying area)에서 생산된 상품이 아님에도, 미국이나 해외속령

(outlying area)에서 판매되거나 동 지역으로 선적된 상품에 고의적으로“미국산”(또는 

이와 유사한 표기) 라벨을 부착한 행위(방위물자생산법(공법 102-558) 202조 참고)

(6) 9.403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방위물자생산법(공법 102-558)의 제

201조 참고)

(7) 3,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연방세금을 체납. 세금을 체납한 시점을 결정하는 기

준에 관해서는 9.406-2(b)(1)(v)을 참고한다.

(8) 낙찰 받은 정부계약에 대해 최종 지급이 있은 후 3년까지, 해당 계약이나 해당 계약

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낙찰 ․ 이행 ․ 완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명확한 증

거가 있음에도 고용주가 정부 측에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음.

(i) 부정행위, 이해상충,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연방형법(Federal criminal law) 위반 또

는 United Sates Code Title 18에 따른 사례금 위반

(ⅱ) civil False Claims Act (31 U.S.C. 3729-3733) 위반 

(ⅲ) 32.001에서 정의된 계약 자금 지급에서 발생한 초과 지급이 아닌, 계약에 대한 중

대한 초과 지급

(9) 정부 계약자나 하도급계약자의 현재의 책임성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건전성이나 정직성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기타의 위법행위

(b) 이 section (a)항의 사유에 따른 기소는 자격정지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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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자격정지 담당자는 정부 계약자나 하도급계약자의 현재의 책임성에 영향을 미칠 정

도로 중대하거나 부득이한 성질을 갖는 기타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계약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9.407-3  절차

(a) 조사와 회부. 기관은 신속한 보고, 조사 절차 및 해당 사안의 검토를 위해 자격정지 

담당자에게 회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b) 의사결정 과정

(1) 기관은 자격정지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규율하는, 가능한 한 비공식적인 절차를 

공정성 원리에 부합하도록 마련하여야 한다. 동 절차는 계약자(및 특정하여 지명된 계열

사)에게 직접,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자격정지에 반대하는 정보와 주장을 제

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기소에 기초하지 않은 사안에서, 계약자의 이의제기가 자격정지에 중요한 사실에 관

하여 진정한 분쟁을 일으키고, 이와 동일한 사실을 두고 진행 중인 법적절차나 예정된 

법적절차에서 정부의 이익이 상당하게 침해된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 기관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i) 계약자에게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고,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고, 기관이 제시하는 사람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ⅱ) 자격정지 결정 과정에 대한 기록을 만들고, 계약자가 요청하면 자신의 비용으로 해

당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와 기관이 상호합의하게 기록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c) 자격정지 통지. 계약자 및 특정하여 지명된 계열사들의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배달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그들의 자격이 정지되었다는 사실과 해당 자격정지가 기소 또는 계약자가 저지른 다

음과 같은 부정행위에 관한 충분한 증거에 기초하였다는 점

(i) 정부와의 거래에 있어서 심각한 성질을 갖는 부정행위

(ⅱ) 계약자와 정부와의 차후 거래의 타당성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 해당 

부정행위는 정부의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계약자에게 통지하기에 충분한 문구로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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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2) 자격정지 기간은 조사 절차와 후속적인 법적절차의 완료가 있을 때까지의 일시적인 

기간이라는 점

(3) 자격정지를 부과하기 위해 9.407-2에 근거한 사유(들)

(4) 자격정지의 효력 

(5)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에, 계약자는 직접,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자격정

지에 반박하는 정보(중요 사실에 대한 진정한 분쟁을 야기하는 구체적인 추가 정보를 포

함)와 주장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

(6) 분쟁이 있는 중요 사실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 단, (i) 

자격정지 조치가 기소에 근거하거나 (ⅱ) 법무부 권고에 따라서, 자격정지와 동일한 사

실을 두고 진행 중인 법적절차나 예정된 법적절차에서 정부의 이익이 상당하게 침해된다

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점. 

(d) 자격정지 담당자의 결정

(1) (i) 기소를 근거로 하는 사안으로 (ⅱ) 계약자의 정보 및 이의 제출이 중요 사실에 

대한 진정한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ⅲ) 법무부위 권고에 따라서, 분쟁 있는 중요 

사실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때에는, 자격정지 담당자는 계약자가 

제출한 서류와 행정 기록상의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2)(i) 분쟁 있는 중요 사실에 관하여 추가 논의절차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사실에 관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자격정지 담당자는 발견한 사실 뿐 아니라 계약

자가 제출한 정보와 주장, 행적 기록상의 기타 정보들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ⅱ) 자격정지 담당자는 중요 사실에 관한 분쟁이 있는 사안을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서 

다른 공무원에게 회부할 수 있다. 자격제한 담당자는 해당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

부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조사결과가 임의적이고 애매하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확

실하게 결정한 경우에만 그러한다.

(ⅲ) 자격정지 담당자의 결정은 분쟁 중인 사실에 관한 절차가 종료한 후에 내려져야 한

다. 

(3) 자격정지 담당자는 자격정지 조치를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유효하게 유지할 

수도 있다. (예, 자격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사유에 대해 9.406-4(c)를 참고) 



- 181 -

그러나 자격정지 조치를 수정하거나 종료한 결정은 이후에 부과되는 다음과 같은 조치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i) 다른 기관에 의한 자격정지 조치

(ⅱ) 해당 기관에 의한 자격제한 조치

(4) 자격정지 담당자의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는 계약자 및 관련 계열사들에게 배달증명

우편으로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e)(1) 계약자가 자격정지 절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행정적 합의에 들어가는 때에

는, 자격정지 담당자는 웹사이트(www.cpars.csd.disa.mil에 접속한 후 FAPIIS를 선택)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2) 자격제한 담당자는 행정적 합의와 관련된 문서의 정확성에 책임을 지고 해당 문서를 

근로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9.407-4  자격정지 기간

(a) 자격정지 기간은 조사 절차와 후속적인 법적절차의 완료가 있을 때까지의 일시적인 

기간이어야 한다. 단, 자격정지 담당자에 의해 조기 종료되거나 이 subsection에 달리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b) 자격정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다만, 법무차관보(Assistant Attorney General)가 그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자격정지

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절차의 개시 없이 18개월 이상 연장될 수 없다.

(c) 자격정지 담당자는 12개월의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30일전에 법무부에 자격정지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음을 통지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9.407-5  자격정지의 범위

자격정지의 범위는, 자격정지를 부과하는데 9.407-3의 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자격제한의 범위(9.406-5 참고)와 동일하여야 한다.

9.409  계약조항

계약관은 계약금액이 30,000 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해당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09-6(자격제한·자격정지 된 계약자나 자격제한이 예정된 계약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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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부의 이익 보호)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Subpart 9.5 — 조직상의 이행상충(organizational conflict of interest) 및 컨설턴트 

이해상충

9.500  범위

이 subpart는

(a) 조직상의 이해상충 문제를 확인·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한 책임, 일반 규칙 및 절차

를 규정한다.

(b) 계약관이 해당 규칙과 절차를 개별 계약 상황에 적용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례들

을 제공한다.

(c) 1989년 국방부 지출승인법, 공법 100-463, 102 Stat. 2270-47 (1988)의 제8141조를 

이행한다. 

9.501  정의

이 subpart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컨설턴트”란, 정부계약 체결을 위해서 입찰자가 입

찰서(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것을 지원하면서, 입찰자(제안자)나 다른 계약자에

게 조언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시하거나 보조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를 의미한다. 

독립적인 계약자가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마케팅 컨설턴트에 해당하지 않는

다.

(1) subpart 37.2절에서 제외된 서비스 

(2) 통상적인 엔지니어링 및 기술 서비스 (예, 시스템·장비·소프트웨어·부품·시설의 

설치·운영·유지) 

(3) 통상적인 법적·보험통계·감사·회계 서비스

(4) 교육 서비스

9.502 적용

(a) 이 subpart는 영리조직 또는 비영리조직(주로 또는 전적으로 정부 자금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구를 포함)와의 계약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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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 subpart의 규정은 특정한 종류의 조달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조직상의 이해상충은 다음과 관련된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다. 

(1) 관리 지원 서비스

(2) 컨설턴트 서비스 또는 기타 전문 서비스

(3) 기술 평가의 이행 또는 기술 평가 지원

(4) 개발이나 생산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계약자가 수행한 시스템 엔지니어

링 및 기술 지시 업무

(c) 여러 요소들이 약식계약(instant contract)에 대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

충을 가져오는 때에, 또는 약식계약(instant contract)에서 이행될 업무의 성격으로 인

하여 향후 조달에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때에, 조직상의 이해상충은 

발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계약자의 장래 활동에 일부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d) 특정 기관의 조직상의 이해상충 규정의 대상이 되는 조달은 이 subpart의 적용을 받

지 않는다. 

9.503  적용 면제(waiver)

기관장이나 지명 받은 자는, 이 subpart의 일부 일반 규정이나 절차를 특정 상황에 적용

하는 것이 정부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규칙이나 절차를 적용하

지 않을 수 있다. 적용 면제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해 상충의 정도를 규

정하고, 기관장이나 지명 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장은 계약시행기관의 장

(長) 아래의 사람에게는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9.504  계약관의 책임

(a) 계약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 subpart의 일반 규정, 절차 및 사례들을 사용하여 

계획된 조달을 분석하여야 한다.

(1) 가능한 한 조속히, 향후 조달 절차에서 있을 수 있는 조직상의 이해상충 문제를 확

인하고 감정한다.

(2) 계약을 낙찰하기 전에 잠재적인 중대한 이해상충을 피하고, 상쇄시키거나 완화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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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계약관은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필요한 입찰요청서의 규정과 계약 

조항을 개발하는데, 변호사의 자문과 관련 기술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9.506 참

고)

(c) 계약관은, 중요한 잠재적 이행상충 문제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계약의 입찰요청

서를 발급하기 전에, 계약시행기관(contracting activity)의 장에게 이해상충을 해결할 

수 있는 행동 방침을 권고하여야 한다. (9.506 참고).

(d) 잠재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 책임을 이행할 때에, 

계약관은 불필요한 지연, 부담스러운 정보 요청 및 과도한 양의 서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관의 판단사항은, 잠재적인 조직상의 이해상충에 대하여  실질적인 쟁

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e) 계약관은 명백히 성공적인 입찰자(제안자)에게 계약을 낙찰하여야 한다. 단, 피하거

나 완화할 수 없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계약관은 이해상충 문제를 고려하여 낙찰을 보류하기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계약자

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통지하고 사유를 알려야 한다. 그리고 계약자에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해상충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자에게 낙

찰을 하는 것이 최상의 국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9.503에 따라서 적용 면제

(waiver)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면제 요청서와 결정문은 계약관련파일에 포함되어

야 한다.

9.505  일반 규정

9.501-1에서 9.504-1까지의 규정은, 명시된 상황과는 다르게 존재할 수는 조직상의 이행

상충을 피하고, 상쇄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계약에 관한 제한사항들을 규정

하고 있다. 9.508에는 몇 가지 실례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해상충은 section 9.505나 

9.508의 예시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 각 계약

의 개별적인 상황은 구체적 사실과 예정된 계약의 성격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중요한 

잠재적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해상충이 있다면 이를 해결책을 

적절한 수단을 개발함에 있어서 건전한 상식·현명한 판단·타당한 재량의 행사가 요구

된다. 두 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a) 계약자의 판단에 편향을 갖게 할 수 있는, 상충하는 역할들의 존재를 방지하는 것

(b)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방지하는 것. 불공정한 경쟁 우위는, 연방계약을 낙찰받기 위

해 경쟁하는 계약자가 이 subpart에서 명시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소유하는 경

우에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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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절한 권한 없이 정부 공무원으로부터 획득한 내부소유정보

(2) 계약과 관련되어 있지만 모든 경쟁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낙찰자 선정 정보(2.101

에 정의). 이러한 정보는 계약자가 계약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9.505-1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기술적 지시 제공.

(a)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시는 제공하지만, 시스템 개발·통

합·조립·점검·생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약 책임을 지지 않는 계약자는

(1) 시스템이나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낙찰 받아서는 안 된다. 

(2) 시스템이나 주요 부품 공급자의 하도급계약자나 컨설턴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b) 시스템 엔지니어링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의 실질적인 모든 조합이 포함된다. 규격 

결정, 인터페이스 문제의 확인 및 해결, 테스트 요건 개발, 테스트 데이터 평가, 그리고 

디자인 감독. 기술적 지시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의 실질적인 모든 조합이 포함된다. 

업무기술서 개발, 한도 결정, 다른 계약자의 시스템 운영 지시, 기술적 논란의 해결. 이

러한 활동들을 이행할 때에, 계약자는 시스템의 기본 개념을 결정하고 다른 계약자의 이

행을 감독할 수 있는, 영향력 있고 책임 있는 지위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이런 지위를 

있는 계약자는 자신의 생산품이나 능력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9.505-2  규격이나 업무기술서 작성

(a)(1) 경쟁 조달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완료된 품목(nondevelopmental item)을 다루

는 규격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계약자는, 해당 물품들을 적어도 최초 생산계약 기

간을 포함하여 적정 기간 동안에는, 주 계약자로서나 하도급계약자로서 공급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 이미 해당 규격이나 데이터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지불되었거나 물품 가격에 포함되

어 지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에 관한 규격이나 자료를, 정

부의 요청으로 제공하는 계약자 

(ⅱ) 산업 측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계약자가, 정부 기관이 규격을 마련하고 개선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 단, 이러한 지원은 정부 측 대표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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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일 계약자가 개발완료된 설비(nondevelopmental equipment)를 위한 규격의 초안을 

만든 경우에, 해당 계약자는 적정 기간 동안 해당 규격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 경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는 계약자가 자신의 생산품이나 능력에 유리한 규격으로 초안을 만

들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는 규격 내용에 대해서 

공정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생산 계약의 낙찰에 있어서 편파적이었다는 주장을 피할 

수 있다. 

(3) 개발 사업에서, 해당 분야에서 가장 상급의 업무를 행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이러한 회사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앞선 지식으로 디자인하고 개발할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 개발 계약자들은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들보다 더욱 빨리 생산

에 착수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중요시 하는 생산 시간

과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정부는 개발에 자금을 조달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발 계약자가 경쟁 우위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불공정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

는,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금지 조치도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b)(1)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조달하는데 사용되는 업무기술서를, 계약자가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원하는 경우 - 또는 직접, 예상대로, 그리고 지체 없이 바로 해당 

업무기술서로 연결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해당 계약자는 시스템 ․ 시스템의 주요 

부품 ․ 해당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i) 해당 계약자가 유일한 공급원이다.

(ⅱ) 해당 계약자가 개발과 디자인 작업에 참여하였다.

(ⅲ) 둘 이상의 계약자가 업무기술서 작성에 관여하였다. 

(2) 일반적으로 기관은 자신의 업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도움을 요청하

는 경우, 계약자는 종종 그 자신의 생산품이나 능력에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편

향이 개입될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당 계약자는 자신의 작업으로 도출된 업무기

술서를 바탕으로 하여 조달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한다. 단, 계약자가 이 

section (b)(1)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개발 및 디자인 계약자에게는 9.505-2(a)(3)에 명시된 사유로, 어떠한 금지 조치도 

부과되지 않는다. 

9.505-3  평가 서비스 제공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입찰서(제안서) 평가를 위해서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정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객관성이 보장되는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는, 본인이나 경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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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하게 될 계약자에게는 평가 계약이 낙찰되어서는 안 된다. 

9.505-4  내부소유정보에 대한 접근

(a) 계약자가 정부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타인에게 내부소유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획득하

는데 계약의 영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계약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 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될 수 있다. 제한 조치들은 정보를 보호하고, 계

약 이행을 위해 정보가 필요한 때에 회사들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제한 조

치들은 다음 정보들은 보호하지 않는다. 

(1) 사용에 제한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2) 제한이 없어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정부나 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 

(b) 정부를 위하여 자문 및 지원 서비스를 이행하면서 다른 회사의 내부소유정보에 접근

하는 계약자는, 해당 정보가 여전히 내부소유정보로 남아있는 한, 그 정보를 미승인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고 회사와 약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자는 정보가 제공되

는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관은 약정서를 사본을 보유

하고 약정 사항이 적절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c) 계약자는 마케팅 컨설턴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부소유정보와 낙찰자 선정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마케팅 컨설팅이 조달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해당 계

약자에게 불공정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 계약자는 마케팅 컨설턴트가 어떠한 불공

정 경쟁 우위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의하여야 한다.

9.506  절차

(a) 있을 수 있는 조직상의 이행상충 문제를 확인·평가하거나 권고 조치를 개발할 목적

으로 잠재 계약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계약관은 먼저 정부 내에서 관련 정보

를 찾거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정보처로부터 관련 정보를 구하여야 한다. 정

부 정보처에는 해당 계약부서·다른 계약부서·계약관리부서·회계감사부서·계약 자금

지원과 관련된 부서내의 인력이 갖고 있는 파일과 지식들이 해당된다. 비정부 정보처에

는 신용평가 서비스·무역 및 금융 저널·업체 명부와 등록부와 같은 출판물과 상업적 

서비스가 해당된다.

(b) 어떤 특정 조달이 중요한 조직상의 이해상충을 문제를 담고 있다고 계약관이 결정하

는 때에는, 해당 계약관은 입찰요청서를 발급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승인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더 상위직 공무원이 기관에 

의해 지정된 경우는 그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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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05의 일반 규정이나 동 section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다른 근거를 기초로 

한 분석서(이해상충을 피하고, 상쇄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행동 방침 포함)

(2) 입찰요청서 초안 규정(9.507-1 참고)

(3) 예정된 계약의 조항(9.507-2 참고)

(c) 승인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규정 초안과 예정된 조항 그리고 계약관의 분석서와 권고된 행동 방침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정부와 잠재 계약자에 대한 손익을 검토해야 한다. 

(3) 권고안을 서면으로 승인, 수정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d) 계약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승인된 규정과 승인된 조항을 입찰요청서나 계약서 또는 양자 모두에 포함시켜야 한

다. 

(2) 잠재 계약자가 입찰요청서에 대한 회신으로 제공하였거나 협상기간 동안 제공한 추

가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계약을 낙찰하기 전에, 계약시행기관의 장(長)이 승인하거나 지시한 것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이행상충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e) 제한조치의 발효 기간 동안(9.507 참고)에, 계약관이 관련 조달대상이나 시스템에 

대한 조달책임을 이전하는 경우에, 후임 계약부서에 제한사항을 통지하고, 제한이 부과

된 계약서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9.507  입찰요청서 규정과 계약조항

9.507-1  입찰요청서 규정

9.505 일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요한 잠재적인 조직상의 이행상충 문제는 일반

적으로 장래의 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자의 자격에, 이해상충의 성

질에 맞는 제한을 가함으로써 해결이 된다. 그러므로 제한조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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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담겨야 한다.

(a) 이 subpart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입찰자(제안자)에게 요청하는 규정

(b) 계약관이 파악한 바대로, 잠재적 이해상충의 성격을 명시하는 규정

(c) 장래 계약자의 행위에 대해 취해진 제한조치의 성격을 명시하는 규정

(d) 조달의 성격에 비추어서, 계약서 조항의 문구 및 해당 계약에 이 subpart를 적용하

는 문제가 협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명시하는 규정

9.507-2  계약 조항

(a) 장래에 주 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계약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낙찰 조건 제한이 아닌 다른 제한 조치에 계약자가 합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찰요청서

에 제한조치의 성격과 기간 모두를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계약관은 적절한 

경우, 낙찰 받은 입찰자(제안자)와 계약 조항을 최종 협상한 후에, 계약서에 해당 조항

을 포함시켜야 한다.(이 subsection의 9.506(d) 참고)

(b) 계약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제한 조치는, 불공정한 경쟁 우위나 있을 수 있는 편향

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의 확정된 기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이 기

간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만든 규격이나 업무기술서를 사용

한 생산 계약이 최초 낙찰되는 때에 자격제한을 종료할 수 있고, 계약자가 시스템 엔지

니어링과 기술적 지시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으로 자격제

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모든 경우에, 제한 조항에는 특정 날짜나 확인 가능한 사건의 

발생에 의하여 제한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

9.508 예

다음의 (a)부터 (i)까지의 예는 조직상의 이해상충 여부에 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상

황들을 보여준다. 이 예들은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관이 9.505의 일반 

규정들을 개별적인 계약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a) A 회사는 해군 잠수함 엔진(예, 터빈, 구동 축, 프로펠러 등)에 대해 시스템 엔지니

어링과 기술적 지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이 경우, A 회사는 엔진 부품 일체를 공급

할 수가 없다. 그러나 A 회사는 엔진과 관련이 없는(예, 화력 통제, 내비게이션 등), 잠

수함에 필요한 다른 부품은 공급할 수가 있다. 이 사례에서는, 잠수함이 아니라 엔진이 

시스템에 해당하며, 부품 공급에 대한 제한은 시스템의 부품 공급으로만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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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회사는 시스템 X에 대해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기술적 지시를 제공하는 계약자이

다. 업무를 진행하는 중에, 해당 시스템 운영이 취소가 된다. 후에, 시스템 Y가 시스템 

X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된다. 하지만 그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의 시

스템이다. B 회사가 시스템 Y에 대해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기술적 지시를 제공하는 계

약자가 된다. A 회사는 시스템 Y 또는 Y의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c) A 회사는 새로운 전자 장비를 개발하고, 개발의 결과로 규격을 작성하게 된다. A 회

사는 해당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

(d) 미국공구협회를 대표하는 XYZ 공구 회사와 PQR 기계 회사는 정부의 감독과 통제 하

에서 특정 조달에 필요한 규격을 개선하거나 요건을 명확히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두 회사는 해당 품목을 공급할 수 있다.

(e) 정보 기술 조달을 이행하기 전에, A 회사는 장비 경쟁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할 데이

터 시스템 규격 및 장비성능기준을 마련하는 계약의 낙찰을 받는다. 해당 규격은 상용 

하드웨어 선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존재하게 된다. A 회사는 정

보 기술 하드웨어의 최초 조달 이후의 조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f) A 회사는 기관이 로켓 연료를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성능 특징을 정하는 계약

을 체결한다. A 회사는 특정한 연료를 개발하지는 않았다. 세부 성능 특징을 규정하는 

계약이 낙찰될 때, 연료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계약자를 경쟁하여 선택하기 위해

서 기관이 해당 성능 특징을 활용할 것이라는 점은 두 당사자 모두에게 분명한 사실이

다. A 회사는 연료 개발이나 생산 계약을 낙찰 받을 수 없다.

(g) A 회사는 기관 직원들이 받을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교육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계약을 체결한다. 회사는 기관이 승인하여 제안요청서(request of proposal)에 

포함시킨 커리큘럼을, 교육내용을 정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제안한다. A 회사

는 교육을 실시하는 계약을 낙찰 받을 수 없다.

(h) A 회사는 통신 분야에서의 레이저 활용을 연구하는 업체로 선정된다. 해당 기관은 

통신 분야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들에게 A 회사가 내부소유정보를 이용할 수 있

도록 요청하려고 한다. 이때 계약은 A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들이 제공하는 내부소유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과 협

정을 체결할 것

(2) 정부에 레이저를 공급하는데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 말 것 또는 의도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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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업을 규제하는 기관이 면허 신청을 처리하고 심사할 시스템을 개발하기를 원한

다. 계약자 X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면허 신청을 처리하는 것을 지원한다. 계약자 X는 자

신의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 이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면허 신청자의 컨설턴

트로써 활동할 수 없다.

Subpart 9.6 공동수급계약(Contractor Team Arrangement)

9.601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한“공동수급계약”이란 다음을 말한다.

 

(1) 둘 이상의 회사가 잠재적인 주계약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파트너쉽이나 조인

트벤쳐(joint venture)를 형성하는 것

(2) 잠재적인 주계약자가 하나 이상의 회사와 합의하여 그들을 특정한 정부 계약이나 조

달 사업에서 자신의 하도급계약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

9.602 일반

(a) 정부의 관점과 산업적 관점에서 관련 회사들로 하여금 다음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공동수급계약은 바람직할 수 있다.

(1) 서로의 특별한 능력의 보완한다.

(2) 정부에게 조달 물품이나 시스템의 이행, 비용, 납품을 최상의 조합으로 제공한다.

(b) 공동수급계약을 하는 것은 복잡한 연구개발 조달에 특히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생

산을 포함해 다른 적절한 조달의 경우에도 공동수급계약을 할 수 있다.

(c)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계약을 한다. 그러나 

회사들은 계약을 낙찰 받은 이후에도, 조달 과정 중에도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있다. 

9.603  정책

해당 협정이 확인되고 회사들 간의 관계가 입찰서(제안서)에 완전히 공개된다면, 정부는 

공동수급계약의 완전성과 유효성을 승인할 것이다. 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

수급계약을 맺은 때에는,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협정이 확인되고 회사들 간의 관계가 공

개된다면 정부는 이를 승인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공동수급계약의 취소를 요구하

거나 취소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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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4  제한

이 subpart의 어떠한 규정도 반독점법을 위반한 공동수급계약에 권한을 부여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정부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한다.

(a) 하도급계약에 대해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subpart 44.2 참조)

(b) 공동수급협정의 규정에 기초하여 주계약자의 책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subpart 

9.1 참조)

(c)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데이터 권리를 주계약자에게 제공

(d) 경쟁적인 계약체결, 경쟁적인 하도급계약체결 및 최초 생산 이후나 기타 다른 시기

에 발생한 부품 변동사항(component breakout)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을 추구할 권리 

(e) 주계약자와 하도급계약자간의 공동수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자에게 계약 이행

에 관한 완전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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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상용품목(commercial item)의 조달

12.000 범위

이 part는 상용 품목의 조달에 관한 고유한 정책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part는 상

용 시장의 정책과 유사한 조달 정책을 수립하여 상용 품목 및 상용 부품의 조달을 장려

함으로써, 1994년 연방조달합리화법(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of 1994)의 

Title 9에 포함되어 있는 상용 품목을 조달하고자 하는 연방 정부의 선택을 충족시킨다.

 

12.001 정의

이 part에서 사용한 “하도급계약”에는, 계약자나 하도급계약자의 부서, 자회사 또는 

계열사 사이에 상용 품목의 조달을 이전하는 것이 포함한다. 그러나 이에 한하지는 아니

한다.

Subpart 12.1 상용 품목의 조달-일반

12.101 정책

기관은 

(a) 기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상용 품목(commercial item)이나 개발 완료된 품목

(nondevelopmental item)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 조사를 하여야 

한다.

(b) 상용 품목이나 개발 완료된 품목이 기관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때에, 해당 

품목들을 조달하여야 한다.

(c) 주계약자와 하도급계약자에게, 해당기관에 제공하는 품목의 구성요소로 상용 품목이

나 개발 완료된 품목을 모든 단계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여야 한

다.

12.102 적용

(a) 이 part는, 2.101에서 정한 상용 품목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b) 계약관은 part 13(간이 조달절차), part 14(봉함입찰), part 15(협상계약)에서 정한 

입찰요청·평가·낙찰에 관한 정책·절차와 함께 이 part의 정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c) 상용 품목에 관한 조달 계약은 이 chapter에 있는 다른 part의 정책도 따른다. 이 

chapter에 있는 다른 part의 정책이 이 part의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용 품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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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에 있어서는 이 part 12가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d) 2.101에 정한 상용물품의 정의에는 “정부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라는 어구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목적이란 정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 목적을 말한다.

(e) 상용 품목의 조달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part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최소구매한도액 이하

(2) 표준서식 44호를 사용(13.306 참고)

(3) 선금(imprest fund, 先金)을 사용(13.305 참고)

(4) 범정부상용구매카드를 사용

(5) 다른 연방기관으로부터 직접 조달

(f)(1) 계약관은 핵·생화학·방사선 공격에 대한 방어나 이러한 공격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사용(해당 기관의 장이 결정)할 물품/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용 품목

의 조달로 취급할 수 있다. 

(2) FAR 2.101에서 정의한 상용 품목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이 조 (f)(1)에 의하

여 상용 품목으로 취급되는 물품/서비스에 대하여, 1천6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단일 공급자 기준으로 낙찰되는 계약은 다음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ⅰ) 비용 계산 기준(subpart 30.2 참고)

(ⅱ) 비용/가격책정 데이터의 요건(15.404 참고)

(g)(1) 2004년도 국방인가법 section 1431에 따라서, FAR 2.101에 정한 상용 품목의 정

의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이나 해당 과업지시가 다음과 

같은 때에는, 계약관은 Part 12의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ⅰ) 2013년 11월 24일 안에 체결된다.

(ⅱ) 2천7백만 달러 이하이다.

(ⅲ) FAR 2.101에서 정한 성과기준조달의 정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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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품질보증 감독계획을 이행한다.

(ⅴ) 해당하는 경우, 성과 인센티브를 포함한다.

(ⅵ) 이행해야 하는 특정 과업이나 달성해야 하는 결과에 대해 확정정액가격을 명시한

다.

(ⅶ) 해당 계약이나 과업지시와 유사한 조건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

고 있는 사업체에게 낙찰된다.

(2) 이 section (g)(1)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계약관은 52.212-4의 (a)가 

정부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하는 구제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에 필요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12.103 상업용 규격품(COTS)

COTS 품목은 2.101에 정의되어 있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용 품목에 적용하는 모든 

정책을 COTS에도 적용한다. section 12.505는 COTS에 적용되지 않는 법들을 열거하고 있

다(12.503과 12.504에 서도 열거). 그리고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의 부속품 테스트, 

subpart 23.4에 정한 두 개의 재생소재(recovered material) 증명서 규정은 COTS에 적용

되지 않는다.

Subpart 12.2 상용 품목의 조달에 관한 특수 요건

12.201 일반

Public Law 103-355는 상업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품목과 아주 유사한 상용 품목

의 조달에 관한 특수 요건을 규정한다. 이 subpart는 상용 품목에 관한 적절한 계획, 입

찰요청(solicitation), 평가 및 계약 낙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고려요소뿐만 아니라 

특수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12.202 시장 조사 및 기관의 요구사항(need)에 대한 설명(description)

(a) 시장 조사(10.001 참고)는 상용 품목의 조달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수립에 필요한 

요소이며, 기관의 요구사항을 설명(part 11 참고)하고, 입찰요청을 하며 향후 계약의 근

거가 된다.

(b) 기관의 요구사항 설명서에는, 상용 품목을 조달할 잠재 입찰자(제안자)들이 어떤 상

용 제품/서비스가 적절한지를 알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

로, 간이조달 한도액을 초과하는 조달의 경우, 상용 품목에 대한 기관의 기술서

(statement)는 조달 대상인 물품/서비스의 타입을 묘사하고, 어떻게 물품/서비스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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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를 기능·이행 요건·중요한 물리적 특징의 측면에서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에서 기관의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입찰자(제안자)들이 정부의 요구에 가장 

잘 들어맞는 방법을 제안하게 한다.

(c) 규격·기준·상용 품목에 대한 설명서의 확인 및 확보에 관한 subpart 11.2에 규정

한 절차를 따른다.

(d) 전자 기술 및 정보 기술에 관한 요건서(requirements document)는 36 CFR Part 1194

에 있는 건축 및 교통장애물 법규준수위원회(Architectural and Transportation Barriers 

Compliance Board)가 정한 적절한 접근 기준에 일치하여야 한다.

(e) 기관이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정보기술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11.002(g)에 따

라 적절한 인터넷 프로토콜 준수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12.203 입찰요청, 평가 및 낙찰의 절차

계약관은 Part 13(간이조달 절차), Part 14(봉함입찰)이나 Part 15(협상에 의한 계약)에

서 정한, 입찰요청·평가·낙찰에 관한 정책 및 절차와 함께, 상용 품목의 조달에 고유

한 정책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관은 12.603에 규정되어 있는, 상용 품목에 대한 간소

화된 입찰요청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간이조달 한도액은 초과하나 550만 달러를 초과

하지 않는 상용 품목을 조달하는 경우, subpart 13.5에 의해 허용된 간이 절차를 실행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12.204 입찰요청서/계약서 양식

(a) (1) 해당 조달금액이 간이조달한도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2) 입찰요청

서나 계약서를 발행하는 경우 (3) 12.603의 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관

은 표준서식 1449호(상용 품목에 관한 입찰요청서/계약서/주문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준서식 1449호 사용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나, 간이조달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용 

조달에 그 사용이 권장된다.

(b) 계약관은 5.203(a)와 (h)의 요건에 일치하도록, 입찰요청서를 발급하기 전 15일 미

만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12.205  입찰서(제안서)

(1) 입찰서(제안서) 평가를 위해 기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기관은, 시장 조사의 한 

일부로써, 업계에서 기술 정보가 평가용으로 적절한지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제품설명서(product literature)를 검토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 계약관은 상

용 품목의 입찰자(제안자)에게 고유한 기술 제안서 대신에 제품설명서를 요청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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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 계약관은 입찰자(제안자)가 상용 품목에 대한 입찰요청에 응하여 정부 수요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제품 두 가지 이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c) 계약관은 5.203(b)에 규정한 요건에 따라, 상용 품목의 입찰서(제안서) 접수에 대한 

회신 기간을 3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단, 해당 조달이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적용

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5.203(h) 참고).

12.206 과거 이행성과의 사용

과거 이행성과는 상용 품목에 대한 모든 평가와 계약 낙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

야 한다. 계약관은 subpart 9.1, 13.106 또는 subpart 15.3에 규정한 적절한 정책과 절

차에 따라서 연방정부 내외의 광범위한 공급원에게서 얻은 과거 이행성과 데이터를 고려

하여야 한다.

12.207 계약 형태(방식)

(a) 이 subsection (b)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기관은 상용 품목 조달의 경우, 확정

정액계약(firm-fixed-price contract) 또는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계약(fixed-price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형태를 사용하여야 한다.

(b) 

(1) 다음의 경우에는, 상용 서비스 조달을 위하여 시간-재료 계약(time-material 

contract) 또는 노동-시간계약(labor-hour contract)(subpart 16.6 참고)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

(ⅰ) 다음의 절차를 사용하여 낙찰 받은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A) 경쟁 절차(예컨대 6.102 절차, subpart 19.5에 규정한 할당(set-aside) 절차 또는 

part 13에 따라 행한 경쟁)

(B) 기관이 2인 이상의 이행능력 있는(responsible) 입찰자로부터 정부의 요건을 충족하

는 입찰서를 수령한다고 규정한 6.3의, 완전공개경쟁 이외의 다른 경쟁에 관한 절차

(C) 다수공급자 납품지시계약(delivery-order contract)에 따라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16.505에서 규정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 절차

(ⅱ) 계약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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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section (b)(2)에 따라서, 해당 계약에 대해 이 subpart에 규정한 다른 계약 형

태가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결정문(determination and findings)을 작성한 경우(그러

나 납품불확정계약(indefinite-delivery contracts)에 대해서는 이 section (c) 참고)

(B) 계약서 또는 주문서에, 계약자의 위험부담을 초과하는 상한 가격을 포함시킨 경우

(C) 상한 가격을 변경하는 것이 조달 기관에게 최고의 이익이라는 내용의 결정문(계약관

련파일에 기록)에 의해서만 상한 가격을 이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이 section (b)(1)(ⅱ)(A)에 규정된 각각의 결정문(D&F)에는, 이 subpart에서 규정

한 다른 계약형태가 적합하지 않음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사실 및 이유가 담겨있어야 

한다. D&F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ⅰ) 시장조사에 관한 설명(10.002(e) 참고)

(ⅱ) 계약이나 주문을 할 당시에는, 상당한 확실성을 갖고서 작업의 범위나 작업 기간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 또는 비용을 예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

(ⅲ) 확정정액계약이나,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계약(예, 시간-재료 계약/노동-시간 계약이

나 해당 주문의 금액이나 기간은 제한하고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액가(價) 설정) 형태

를 장래 조달에 최대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을 구성하였다는 내용 

(ⅳ) 장래 조달에 동일한 요건으로, 확정정액계약이나,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계약을 최대

한 사용하기 위하여 계획된 행위에 대한 설명

(3) 3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에 요구되는 추가적 승인에 대해서는  

16.601(d)(1)을 참고한다.

(c)

(1) 다음의 경우에는, 납품불확정계약(subpart 16.5 참고)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

(ⅰ) 해당 가격을 확정정액가격이나,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가격에 기초하여 산정

(ⅱ) 상용 서비스(commercial services)에 대한 급료(rates)를 시간-재료나 노동-시간에 

기초하여 산정

(2) 시간-재료나 노동-시간을 근거로 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서비스에 대해 납품불확정계

약(indefinite-delivery contract)을 낙찰한 때에는, 계약관은 실행 가능한 최대범위 내

에서 확정정액가격이나,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가격으로 주문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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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계약의 경우, 계약관은 시간-재료나 노동-시간을 기준

으로 하는 주문서에 대해 이 section (b)(2)에 따른 결정문(D&F)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주문은 subpart 8.4나 16.5에 따라야 한다.

(3) 납품불확정계약이 시간-재료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한 주문서의 발행만을 허용하

는 경우에, 이 section (b)(2)에 의한 결정문(D&F)은 기본 계약(basic contract)을 지원

하여야 하고, 또한 확정정액가격이나,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가격 같은 대안적 가격책정을 

규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약에 대한 결정문은 계약관보

다 한 단계 위의 담당자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주문은 subpart 16.5에 따라야 한다.

(d) 비용이 아닌 다른 요소들만을 기준으로 하여 성공보수(award fee)나 인센티브를 결

정하는 때에는(16.202-1과 16.203-1 참고), 이 subpart에 따른 계약의 형태에, 성공보수 

인센티브, 이행성과 인센티브나 납품 인센티브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e) 이 subpart에 규정되지 아니한 계약 형태로는 상용 품목을 조달할 수 없다.

12.208 계약의 품질보증(contract quality assurance)

상용 품목에 대한 계약은 입찰 전의, 정부 검사 및 테스트를 대체할 수 있는, 계약자들

의 현행 품질보증 시스템에 의존하여야 한다. 단, 조달 대상인 상용 품목에 대한 검사 

과정에 관례적인 시장 관행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정부의 검사 과정

은 상업적 관행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12.209 합리적인 가격의 결정

계약관이 13.106-3, 14.408-2 또는 subpart 15.4의 적절한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용 품목의 가격을 정할 때 통상적인 상업적 조건을 알고 

있어야 한다. 상용 품목의 가격은 납품 속도, 보증 기간과 범위, 판매자의 책임 제한, 

주문 양, 이행 기간과 특정 이행 요건과 같은 요소들(이에 한정되지 않음)의 영향을 받

는다. 계약관은 계약 조건과 가격을 정부의 요구사항에 일치시켜야 한다.

12.210 계약 자금(contract financing)

일부 상용 품목에 대한 관례적인 시장 관행에 구매자 계약자금을 포함시킬 수 있다. 계

약관은 Part 32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정부의 자금(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

12.211 기술 자료(technical data)

기관의 특정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은 제외하고, 정부는 일반 국민에게 상용 품목이나 

프로세스와 함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기술 자료 및 해당 자료에 관한 권리만을 조달하

여야 한다. 계약관은 상용 품목 계약에 의해 납품된 자료가 공급자의 경비(private 

expense)로 개발되었다고 상정하여야 한다. 상용 품목에 대한 계약이 기술 자료의 납품

을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관은 기술 자료에 관한 권리를 기술하고 있는 적절한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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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의 부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12.212 컴퓨터 소프트웨어

(a)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명서는, 일반 국민에게 관례적

으로 제공되는 라이선스를 받아서 조달되어야 한다. 해당 라이선스는 연방법에 부합하거

나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찰자(제안자)와 계약자

는 다음을 할 필요가 없다.

(1) 일반국민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상용 컴퓨터 소

프트웨어 설명서에 관한 기술 정보를 제공

(2)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한 바는 제외하고,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상용 컴퓨터 소

프트웨어 설명서를 사용·변경·복사·발매·이행·전시·공개할 권리를 정부에게 양도

(또는 달리 규정)

(b) 정부는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명서에 대해서, 계약서 

부록에 포함된 라이선스에 특정된 권리만을 갖는다.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

이선스 협정의 활용 및 라이선스 협상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은 27.405-3을 참고한다.

12.213 기타 상업적 관행

시장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둘 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점으로 작성한 계약조건(terms 

and conditions)을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 part는 구매자와 판매자 둘에

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균형 있는 계약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조달에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시장 조사를 해보면, 특정 품목의 

조달에는 다른 상업적 관행이 적절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행들이 양 당사자가 만족스러

운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적절하고 해당 관행들을 법령이나 행정명령이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계약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행을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

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12.214 원가계산 기준(cost accounting standards)

상용 품목의 조달에 관한 계약과 하도급계약이 확정정액가격이거나, 시장가격조정부(단, 

이 가격조정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정액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때

에는, 해당 계약에 원가계산 기준(CAS)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

로 가격조정을 할 수 있는 정액계약과 그 하도급계약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기준에 대해

서는 30.201-1을 참고한다. CAS가 적용되는 때에는, 계약관은 30.201에 있는 적절한 규

정 및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12.215 과지급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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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중복 지급받았다는 사실이나, 정부가 다른 식으로 과지급했다는 사실을 계약관

에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관은 32.604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Subpart 12.3 상용 품목의 조달에 관한 입찰요청서 규정과 계약서 조항

12.300 범위

이 subpart는 상용 품목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할 조항을 규정한다.

12.301 상용 품목조달에 관한 입찰요청서 규정과 계약서 조항

(a) 상용 품목의 조달에 관한 계약서는 Public Law 103-355의 section 8002에 따라서, 

다음의 규정만을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용 품목의 조달에 적용할 수 있는 법규나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항

(2) 통상적인 상업적 관행에 합치한다고 결정된 조항

(b) 상용 품목을 조달하려고 하는 입찰요청서에 다음의 규정을 추가하고, 상용 품목의 

조달에 관한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는 다음의 조항을 삽입한다.

(1) 52.212-1(입찰자의 유의사항-상용 품목)의 규정. 이 규정은 상용 품목에 대한 입찰

을 요청할 때에 사용되어야 하는 단일하고 간결한 일련의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찰요청서에 참조 형식으로 들어간다(표준서식 1449호의 27a번 참고). 계약관은 이러한 

유의사항을 조정하거나 12.302에 따라서, 특정 조달에 맞게 조정된 유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2) 52.212-3(입찰자에 관한 정보 및 인증-상용 품목)의 규정. 이 규정은 상용 품목의 

조달에 대한, 단일하고 통합된 입찰자에 관한 정보 및 인증(representation and 

certification) 리스트를 제공한다. 그리고 입찰자(제안자)가 작성하도록 입찰요청서에 

첨부된다. subpart 1.4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내용을 조정할 수 없다. 국

방부 ․ 항공우주국 ․ 해안경비대가 발행하는 입찰요청서에는 52.212-3과 그 AlternateⅠ

을 함께 포함시킨다. 지역에 기초한, 소규모 약자 기업(small disadvantaged business 

corcerns) 조달 메커니즘을 인정하는 조달에 관한 입찰요청서에는 52.212-3과 그 

Alternate Ⅱ를 포함시킨다.

(3) 52.212-4(계약조건-상용 품목)의 규정. 이 조항은 가능한 한 최대한, 통상적인 상업

적 관행에 부합하는 계약조건을 담고 있으며, 입찰요청서과 계약서에 참조 형식으로 포

함된다(27항목, 표준서식 1449호). 시간-재료 계약이나 노동-시간 계약을 낙찰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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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2.212-4과 그 AlternateⅠ을 함께 사용한다. 계약관은 12.302에 따라 이 조항을 조

정할 수 있다. 

(4) 52.212-5(법령이나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조건-상용 품목) 규정. 이 

규정은 상용 품목의 조달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명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조항만을 참조 

형식으로 포함한다. 계약관은 이 규정을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특정 

조달에 적용하기 위하여 52.212-5(b)나 (c)에서 인용한 추가 조항이 무엇인지를 표시하

여야 한다. 일부 조항은 해당 내용을 기입하는 것으로, 52.104(d)의 지시에 따라 기재되

어야 한다. 상용 품목의 합리적인 가격을 정하기 위하여, Part 15에 따라 원가 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계약관은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의 부록에 이러한 목적을 기술한 조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조정되지 못한다.

(ⅰ) 기관의 장이 25.1001에 따른, 회계감사원장에 의한 기록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는, 52.212-5와 그 AlternateⅠ를 사용한다.

(ⅱ) 해당 조달이 지출을 승인받은 기금이나 2009년 미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 기금을 사용할 경우에

는, 계약관은 52.212-5와 그 Alternate Ⅱ를 사용하여야 하며, AlternateⅠ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c) 평가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계약관은 

(1) 상용 품목에 대한 입찰요청서에 52.212-2(평가-상용 품목) 규정을 삽입할 수 있다

(12.602 참고).

(2) 13.106, Subpart 14.2 또는 Subpart 15.3에 의해 필요한 모든 평가 요소를 포함하는 

유사 규정을 부록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12.302(d) 참고).

(d) 기타 필요한 규정 및 조항

(1) FAR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관은 상용 품목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이 part에 

기술되어 있는 규정과 조항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용 품목의 조달을 위한 법령과 행정

명령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이 part의 규정과 조항들을 개정하여야 한다.

(2) 52.225-19(외국에서 지정된 활동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영사관을 지원하는 구매관) 규

정을 25.301-4에 따라 삽입한다.

(3) 52.209(책임 문제에 관한 정보) 규정을 9.104-7(b)에 따라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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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2.209-8(책임 문제에 관한 정보의 업데이트) 규정을 9.104-7(c)에 따라 삽입한다.

(e) FAR 규정의 재량적 사용. 기타 FAR 규정과 조항들을 사용하는 것이 12.302에 있는 

제한사항과 일치하는 때에는, 계약관은 해당 규정과 조항을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부록 

형식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납품불확정계약 방식(indefinite-delivery type of contract)을 사용하는 때에는, 

계약관은 적절한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6.506 규정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계약관은 정부의 이익을 위하여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17.208의 규정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52.212-2의 규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옵션의 평가에 대해서는 (b)를 사용한다. 

(3) 재생소재와 생물기반제품(biobased product)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 조달 품목으로 

적절한 때에는, 계약관은 해당 제품의 사용에 관하여 Part 23의 규정과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

(4) 스태포드 법안(Stafford Act)에 의해 조달이 할당되는 때에는(Subpart 26.2), 

52.226-3(재해지역이나 비상지역 표시)을 입찰요청서에 포함한다. 이 표시사항은 온라인 

정보 및 인증 데이터베이스(Representation and Certifications Application(ORCA) Database)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f) 기관은 이 part에 기술된 규정과 조항들 중에서 상용 품목의 조달에 적용할 수 있

는, 기관의 고유한 법률을 반영하는데 필요한 것만을 추가할 수 있다. 또는 기관의 선임 

조달관이나 FAR 위원회에 위임권(power of delegation) 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자가 승인

한 규정과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12.302 상용 품목의 조달에 관한 규정의 조정

(a) 일반

이 subpart의 규정은 정부의 광범위한 상용 품목 조달에 대한 상업적 시장 관행을 최대

한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정부가 조달하는 상용 품목의 범위가 넓고, 상업적 관행

이 변화하고, 특정 시장에서 정부조달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계약관은 적절한 시장 

조사를 한 후에 52.212-1(입찰자의 유의사항-상용 품목) 규정 및 52.212-4(계약조건-상

용 품목) 규정을, 해당 조달에 대한 시장 상황에 맞도록, 이 subpart의 제한범위 내에

서, 조정할 수 있다.

(b) 52.212-4(계약조건-상용 품목)의 조정. 52.212-4(계약조건-상용 품목)에 있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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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들은 법적 요건을 이행하므로, 조정되어서는 안 된다.

(1) 양도

(2) 분쟁

(3) 지급(Subpart 32.11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

(4) 송장

(5) 기타 준수사항

(6) 정부계약에만 적용되는 법률의 준수

(c) 계약관은 통상적인 상업적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항을 조정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상용 품목의 입찰요청서나 계약서에 조건을 추가하여서는 안 된다. 단, 기관 

절차에 따라 해당 사항의 적용이 면제(waiver)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적용면제요

청서(request for waiver)는 시장의 통상적인 상업적 관행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해당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조건을 포함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하고, 통상적인 상업적 관

행을 사용하는 것이 정부의 요구사항과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 

특정 품목에 대한 개별 계약이나 일정 부류의 계약에 대해서 적용면제 요청이 가능하다.

(d) 조정사항은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부록으로 들어가야 한다. 부록을 첨부하는 경우

에는, 계약관은 표준서식 1449호의 27a번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록을 통

해서, 표준서식 1449호의 18번에서 21번에 걸쳐있는 물품/서비스의 목록을 연장하여 작

성할 수 있으며, 서식에 있는 일부 품목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예정 계약의 이

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 계약조건(옵션, 납품불확정방식 계약의 주문 절차, 보증, 계약 

자금에 관한 협정 등)을 담을 수 있다. 

12.303 계약서 구성

이 Part의 규정을 사용하여 마련된, 상용 품목 조달에 관한 입찰요청서와 계약서는 최대

한 다음을 사용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a) 표준서식(SF) 1449호

(b) 표준서식 1449호에서 기재할 번호를 추가. 예,

(1) 소규모 약자 기업에게 가격 평가 조정이 적용되는 경우(퍼센트와 해당 항목을 표

시), 인센티브 하도급계약체결 조항을 사용하는 경우(퍼센트를 표시), 신흥 소기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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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할당을 하는 경우에는 10번

(2) 대금을 송금할 주소는 18B번

(3) 계약서상 품목 번호(contract line item number)는 19번

(4) 물품/서비스 목록은 20번

(5) 회계 자료는 25번

(c) 계약 조항

(1) 참조 형식의 52.212-4(계약 조건-상용 품목) (SF 1449호 27a번 참고)

(2) 52.212-4에 부록으로 들어갈 조항

(3) 52.212-5(법령과 행정명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계약조건)

(d) 계약 문서, 증거물, 첨부서

(e) 입찰요청서 규정

(1) 참조 형식의 52.212-1(입찰자의 유의사항-상용 품목) (SF 1449호 27a번 참고)

(2) 52.212-1에 부록으로 들어갈 조항

(3) 52.212-2(평가-상용 품목)나 낙찰 평가 요소에 관한 기타 설명

(4) 52.212-3(입찰자에 관한 정보 및 인증-상용 품목)

Subpart 12.4 상용 품목의 계약 조건에만 해당하는 고유한 요건

12.401 일반

이 subpart는 다음을 규정한다.

(a) 52.212-4(계약 조건-상용 품목) 조항이 특정 시장의 통상적인 관행을 반영하지 못하

는 때에 해당 조항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지침

(b) 52.212-4의 계약 조건과 FAR의 다른 규정에 있는 계약 조건이 상당히 다른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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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품목 계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지침

12.402 인수(acceptance)

(a) 52.212-4에 있는 인수에 관한 내용은, 인수를 위해 제공한 상용 품목이 계약 요건을 

따랐다는 계약자의 보증을 정부가 신뢰할 것이라는 추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정부가 상

용 품목에 대해 검사를 하여도, 정부는 인수 항에 따라 갖는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다. 또한, 인수 항이 거부(rejection)에 관한 사안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는 요

건에 일치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부할 권리를 항상 갖는다. 일반적으로 이 

인수 항은 정부가 단순한 상용 품목을 조달하는 때에 적절하다.

(b) 복합 상용 품목이나 중요한 용도로 사용할 상용 품목의 조달에는 다른 acceptance 

절차가 더 적절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계약관은 부록에, 대체 검사 절차를 포함시켜

야 하며, 해당 절차와 낙찰후의 구제방법들(postaward remedies)이 정부의 이익을 적절

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관은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y) 조건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낙찰후 구제방법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야 한다(12.404  참고).

(c)“있는 그대로(as is)”를 기준으로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조건과는 다른 조건의 상

용 품목 조달에는 52.212-4에 규정된 절차와는 다른 acceptance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계약관은 해당 상황이 조항의 다른 항뿐만 아니라 acceptance 항에도 끼칠 수 있는 영향

을 고려하여야 한다.

12.403 종료(termination)

(a) 일반. 정부는 52.212-4에 의해 상용 품목 계약을 임의 종료 또는 원인에 기한 종료

를 할 수 있다. 그러나 52.212-4의 항 중“정부의 임의 종료”와“원인에 기한 종료”항

은 Part 49에 규정한 종료 조항에 담긴 개념과는 다른 개념을 담고 있다. 따라서 계약관

은 상용 품목 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Part 49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이 section의 절

차에 따라야 한다. 계약관은 Part 49의 규정이 이 section의 내용과 52.212-4의 종료 규

정의 용어에 충돌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Part 49를 지침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b) 정책. 계약관은 상용 품목 계약의 임의 종료 또는 원인에 기한 종료가 정부에 최상

의 이익이 되는 때에만, 해당 종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계약관은 원

인에 기한 계약 종료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c) 원인에 기한 계약의 종료(termination for cause)

(1) 52.212-4의“면책 지연(excusable delay)”조항에 따라, 계약자는 면책 지연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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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후에 계약관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부분,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원인 통지(show cause notice)를 할 필요가 없다. 계약관은 납

품 지연이 아닌 다른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는 해결 통지(cure notice)를 보내야 

한다.

(2) 원인에 기하여 계약이 종료된 후, 정부가 갖는 권리에는 시장에서 구매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구제방법들이 포함된다. 정부의 우선적인 구제방법은 다른 계약자로부터 

유사한 품목을 구매하는 것이나, 종료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배상액

(damages)과 초과 재구매 비용을 채무불이행한(defaulted) 계약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3) 원인에 기한 종료가 적절한 때에는, 계약관은 해당 종료에 관한 서면통지를 계약자

에게 보내야 한다. 이 통지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하여야 한다.

(ⅰ) 해당 계약이 원인에 기해 종료되었음을 알린다.

(ⅱ) 종료의 이유를 명시한다.

(ⅲ) 정부가 행할 구제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거나, 정부가 계약자에게 구제방법을 알

려줄 날짜를 밝힌다.

(ⅳ) 해당 통지를 함으로써 계약관의 최종 결정이 성립되었으며, 계약자에게는 분쟁 조

항에 의하여 이의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기재(33.211 참고)

(d) 정부의 임의 종료(termination for the Government’s convenience)

(1) 계약관이 정부의 임의로 상용 품목 계약을 종료하는 때에는, 계약관은 다음을 지급

하여야 한다.

(ⅰ) 

(A) 정액계약이나,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를 통지하기 전에 이행한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일정 비율의 계약 금액

(B) 계약의 종료일 전에 들인 직접 노동시간에, 목록(Schedule)에서 정한 시간당 급료

(rate)를 곱하여 결정한 직접 노동시간(계약서의 목록에 정의)에 대한 금액

(ⅱ) 종료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써 계약자가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비용. 계약자는 자

신이 보유하고 있는 표준 기록을 활용하여 해당 비용을 증명할 수 있다. 계약자는 원가

계산기준이나, Part 31의 계약원가의 원칙에 따를 필요는 없다. 정부는 임의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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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만으로 계약자가 갖고 있는 기록을 감사할 권리가 없다.

(2)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은 종료를 제안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상호 동의하여야 한

다. 계약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과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 사이에서 당사자들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

다.

12.404 보증(warranties)

(a) 52.212-4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의 낙찰후 권리에는 상품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특

정목적 부합에 대한 묵시적 보증, 그리고 인수 항에 포함된 구제방법이 있다.

(1) 상품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이란 어떤 품목이 그 품목의 일반적인 사용 목적에 들어

맞는다는 것이다. 해당 품목은 최소한 평균적이고, 적정 등급이나 중간 등급의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품목과 동일한 종류의 품목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부되지 않고 통

과되는 품질과 비슷한 품질이여야 한다.

(2) 특정목적 부합에 대한 묵시적 보증은 어떤 품목이 정부의 특정한 사용 목적에 들어

맞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의 경우에, 특정목적 부합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신뢰할 

수 있다.

(ⅰ) 해당 물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특정 목적을 판매자가 알고 있는 경우

(ⅱ) 해당 품목을 특정 목적에 맞출 수 있는 계약자의 기술력과 판단을 정부가 신뢰하는 

경우 

(3) 계약관은 묵시적 보증의 위반을 주장하기 전에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b) 명시적 보증. 1994년 연방조달간소화법(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of 

1994)은 계약관이 상업적 보증(commercial warranty)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입찰요청

서는 입찰자(제안자)가 통상적인 상업적 관행으로 일반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과 최소한 

동일한 보증 조건(보증 기간 연장을 포함)을 정부에게 제시할 것을 최대한 요구하여야 

한다. 입찰요청서는 해당 품목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최소한의 보증 조건(예, 최소 보증 

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 

(1) 정부가 신뢰한 명시적 보증은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계약관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업적 보증을 분석하여야 한다.

(ⅰ) 해당 보증이 정부의 요구사항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예, 보증 대상 품목과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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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ⅱ) 해당 보증 조건에 보증대상 품목의 확인, 보증대상 품목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

해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절차, 제품성능 정보의 수집이 포함되는지

(ⅲ) 해당 보증이 비용효과적인지

(2) 일부 시장에서는, 계약자가 명시적 보증 규정에서 52.212-4에 있는 묵시적 보증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업적 관행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관은 명

시적 보증을 통하여, 품목을 인수한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견된 하자있는 품목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명시적 보증은 계약서에 부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12.302 참고).

Subpart 12.5 상용 품목과 상용 규격품(off-the-shelf items) 조달에 적용 가능한 법률

12.500 범위

(a) 연방조달정책실법의 section 34와 35에 의해, 이 subpart는 다음에 적용할 수 없는 

법률 규정들을 열거하고 있다.

(1) 상용 품목의 조달계약

(2) 상용 품목의 조달 각 단계에서 맺은 하도급계약

(3) 상용 규격품(COTS) 조달계약과 각 단계의 하도급계약

(b) 이 subpart는 상용 품목 조달계약이나 해당 하도급계약에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률의 규정들을 열거하고 있다.

12.501 적용

(a) 이 subpart는 상용 품목 조달의 각 단계에 체결한 계약과 하도급계약에 적용한다.

(b) 주계약자가 금액을 추가하지 않고서 다른 계약자에게 상용 품목을 재판매하거나 유

통시키는 경우에, 이 subpart의 어떤 규정도, 하도급계약에 대해 법규의 적용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정부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협정의 

체결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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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 subpart의 목적에 따라, subpart 19.8(소기업청과의 계약체결(8(a) 프로그램))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낙찰 받은 계약자는 주계약자로 여겨져야 한다.

12.502 절차

(a) 12.503에 열거된 각 법률의 규정들에 대한 FAR 규정은 상용 품목을 조달하는 주계약

(prime contracts)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분에서 개정되었다. 

(b) 상용 품목이나 상용 부속품의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경우, 52.212-5(법령이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약 조건-상용 품목), 52.244-6(상용 품목과 상용 

부속품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조항들은, 상용 품목이나 상용 부속품을 조달하는 각 단계

의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규정들을 확인함으로써 12.504에 열거된 법률을 적용

한다.

(c) 12.505에 열거된 각 법률의 규정들에 대한 FAR 규정은 상용 규격품을 조달하는 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분에서 개정되었다.

12.503 행정기관(Executive agency)의 상용 품목 조달계약에 적용하는 법률

(a) 다음의 법률은 행정기관의 상용 품목 조달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41 U.S.C. 43, Walsh-Healey법 (Subpart 22.6 참고). 

(2) 41 U.S.C. 254(a) 및 10 U.S.C. 2306(b), 성공 보수 (3.404 참고). 

(3) 41 U.S.C. 416(a)(6), 연방조달정책실법에 의한 입찰 최소응찰기간 (5.203 참고). 

(4) 41 U.S.C. 701, 이하 참조 ,1998년 마약없는직장법(Drug-Free Workplace Act of 

1988) (23.501 참고). 

(5) 31 U.S.C. 1354(a), 재향군인 고용 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체와의 계약에는 

세출 기금의 사용을 제한 (22.1302 참고). 

(6) 31 U.S.C. 6101 note, Pub. L. 109-282, 2006 연방기금책임과투명성법(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하도급계약 자료 보고 요건 

(7) Pub. L.103-355의 section 2091과 8105에 의하여 수정된, Pub. L. 102-190의 

section 806(a)(3), 하도급계약자와 공급자에 대한 지급보호 (28.106-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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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1 U.S.C. 254d(c)(1)과 10 U.S.C. 2313(c)(1), 계약자 직원에 대한 GAO(연방회계조

사국)의 접근, 871조 of Pub. L. 110-417 (52.214-26 및 52.215-2 참고). 

(b) 다음 법률의 일부 요건은 행정기관의 상용 품목 조달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40 U.S.C. 3701 이하 참조, 계약작업시간과안전기준법(Contract Work Hours and 

Safety Standards Act)에 따른 인증요건과 조항

(2) 41 U.S.C. 57(a)와 (b), 그리고 58, 1986년 리베이트금지법(Anti-Kickback Act of 

1986) 조항의 요건 및 이와 관련된 기타 특정 요건 (3.502 참고). 

(3) 49 U.S.C. 40118, Fly American 규정에 따른 조항의 요건 (47.405 참고). 

(c) 행정기관의 상용 품목 조달계약에 대한 다음 법률의 적용이 변경되었다. 

(1) 41 U.S.C. 253g와 10 U.S.C. 2402, 하도급계약자의 미국 직접 판매 허용 (3.503 참

고). 

(2) 41 U.S.C. 254(d)와 10 U.S.C. 2306a, 협상신뢰법(Truth in Negotiations Act) 

(15.403 참고). 

(3) 41 U.S.C. 422, 원가계산기준 (48 CFR Chapter 99) (12.214 참고). 

12.504 상용 품목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에 적용하는 법률

(a) 다음의 법률은 상용 품목 또는 상용 부속품 조달에 관한 각 단계의 하도급계약에 적

용하지 않는다.

(1) 10 U.S.C. 2631, 물품의 해상운송 (47.504(d)에 열거한 형태의 하도급계약은 제외). 

(2) 15 U.S.C. 644(d), 소기업법에 따른 노동과잉지역에 관한 요건 (Subpart 19.2 참

고). 

(3) [유보] 

(4) 41 U.S.C. 43, Walsh-Healey법 (Subpart 22.6 참고). 

(5) 41 U.S.C. 253d, 내부소유 자료 제한의 효력 (Subpart 27.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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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1 U.S.C. 254(a)와 10 U.S.C. 2306(b), 성공 보수 (Subpart 3.4 참고). 

(7) 41 U.S.C. 254d(c)와 10 U.S.C. 2313(c), 하도급계약자가 원가/가격책정 자료를 제

공할 필요가 없을 때의 계약자의 기록 심사(15.209(b) 참고), 단, 세출 기금이나, 2009

년 미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에 의한 기금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ub. L. 

111-5). 

(8) 41 U.S.C. 416(a)(6), 연방조달정책실법에 의한 입찰 최소응찰기간 (Subpart 5.2 참

고). 

(9) 41 U.S.C. 418a, 기술 자료에 대한 권리 (Subpart 27.4 참고). 

(10) 41 U.S.C. 701, 이하 참조 ,1998년 마약없는직장법(Drug-Free Workplace Act of 

1988) (Subpart 23.5 참고). 

(11) 46 U.S.C. App. 1241(b), 미국 선박으로 정부 직원과 특정 화물 운송 (Subpart 

47.5 참고) (47.504(d)에 열거된 형태의 하도급계약은 제외). 

(12) 49 U.S.C. 40118, Fly American 규정 (Subpart 47.4 참고). 

(13) Pub. L. 103-355의 section 2091과 8105에 의해 수정된, Pub. L. 102-190의 

section 806(a)(3), 하도급계약자와 공급자에 대한 지급 보호 (28.106-6 참고). 

(b) 40 U.S.C. 3701 이하 참조, 계약작업시간과안전기준법(Contract Work Hours and 

Safety Standards Act)에 따른 인증요건과 조항은, 상용 품목이나 상용 부속품에 관한 

하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 상용 품목이나 상용 부속품 하도급계약에 대한 다음 법률의 적용이 변경되었다.

(1) 41 U.S.C. 253g와 10 U.S.C. 2402, 하도급계약자의 미국 직접 판매 허용 (Subpart 

3.5 참고). 

(2) 41 U.S.C. 254(d)와 10 U.S.C. 2306a, 협상신뢰법(Truth in Negotiations Act) 

(Subpart 15.4 참고). 

(3) 41 U.S.C. 422, 원가계산기준 (48 CFR Chapter 99) (12.214 참고). 

12.505 상용 규격품(COTS) 조달계약에 적용하는 법률 

상용 규격품은 상용 품목에 속한다. 그러므로 section 12.503과 12.504에 열거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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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용 규격품 조달계약이나 그 하도급계약에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계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경한다. 다음의 법률들 또한 상용 규격품 조달계약에 적용할 수 없다. 

(a)(1) 41 U.S.C. 10a, 첫 문장에서“미국에서 채굴, 생산, 경우에 따라, 제조된 모든 

물건 ․ 재료 ․ 공급품과 상당히”라고 되어있는 부분,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물품, 부속

품 테스트 (52.225-1과 52.225-3 참고). 

(2) 41 U.S.C. 10b, 첫 문장에서“미국에서 채굴, 생산, 경우에 따라, 제조된 모든 물건 

․ 재료 ․ 공급품과 상당히”라고 되어있는 부분,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건축 자재, 부속

품 테스트 (52.225-9와 52.225-11 참고). 

(b) 42 U.S.C. 6962(c)(3)(A), 재생 소재(recovered material)의 비율 인증과 추정

Subpart 12.6 상용 품목에 대한 간소화된 평가 절차와 입찰요청서

12.601 일반

이 subpart는 (a) 상용 품목의 입찰서(제안서) 평가 (b) 상용 품목의 입찰요청서에 대한 

간소화된 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절차들은 입찰요청서의 발행 과정과 상용 품

목에 대한 입찰서(제안서) 평가 과정을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12.602 간소화된, 입찰서 평가

(a) 평가 요소를 사용할 때에, 계약관은 52.212-2(평가-상용 품목)규정과 상당히 동일한 

규정을 상용 품목의 입찰요청서에 삽입할 수 있다. 또는, 해당 조달이 간이조달 절차

(simplified acquisition procedures)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3.106의 절차에 따

를 수 있다. 52.212-2 규정을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조달에 맞게 평가 요소 및 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b)의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Part 13에 

있는 간이조달 절차를 사용하는 때에는, 계약관은 평가 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

해 설명할 필요가 없다.

(b) 입찰요청서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상용 품목에 

대한 기준은 기술적 능력, 가격, 과거 이행성과 보다 더 자세할 필요는 없다. 미리 정해

진 기술적 능력의 세부요소가 아닌, 제품이 얼마나 정부의 요구를 충족하는지에 따라 기

술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상용 품목의 입찰요청서가 해당 품목의 사용 의도를 적절

히 설명하고 있는 때에는, 입찰요청서에 기술적 능력에 관한 세부요소까지 포함할 필요

는 없다. 기술 평가는 일반적으로 제품 소개, 샘플, 기술적 특징과 보증사항 같은 것에 

대한 평가를 포괄한다. 과거의 이행성과는 13.106이나 subpart 15.3의 절차에 따라 평가

되어야 한다. 계약관은 52.212-1(입찰자의 유의사항-상용 품목)에 규정되어 있는 유의사

항과, 52.212-2(평가-상용 품목)에 규정되어 있는 평가 기준을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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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입찰요청서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정부에 가장 유리한 입찰서(제안서)를 선정한다. 

해당 입찰서(제안서)를 선정한 이유와, 가치교환(trade-offs)에 관한 논의사항을 전부 

기록한다.

12.603 간소화된 입찰요청서

(a) 입찰요청서를 발행할 때에, 계약관은 다음의 절차를 사용하여, 입찰을 요청하고 계

약을 낙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절차에서는 5.203에 따른 요약공고

(synopsis)와, 입찰요청서가 하나로 합쳐진다.

(b) 요약공고와 입찰요청서를 결합한 절차를 사용하는 때에는, 입찰요청서 발행에 표준

서식 1449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c) 이 절차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관은 다음을 하여야 한다.

(1) 5.207에 따라 요약공고를 작성한다.

(2) 설명(Description) 부분에, 다음의 정보를 추가시킨다.

(i) 다음과 같은 언급 : 이 공고는 subpart 12.6에 명시된 포맷에 따라서 작성된 것으

로, 상용 품목의 요약공고와 입찰요청서를 합친 것이다. 5.207에 따른 요약공고만으로 

입찰요청이 이루어진다. 즉 요약공고만으로 제안이 요청된 것으로 별도의 서면 입찰요청

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ⅱ) 입찰요청 수, 입찰요청서는 입찰권유서(invitation to bid, IFB), 견적요청서

(request for quotation(RFQ)),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RFP)로 발행된다는 

점.

(ⅲ) 입찰요청서 문서와 이에 포함된 규정들은 연방조달고시 _____를 통한 유효한 것이

라는 점.

(iv) 소기업에 대한 할당, 관련 NAICS(북미산업분류시스템) 코드, 소기업의 규모 기준에 

관한 내용. 소기업 경쟁력 실증프로그램(Small Business Competitiveness Demonstration 

Program)에 관한 설명(적용되는 경우에). 

(v) 계약서상 품목 번호, 품목명, 수량, 단위, 옵션(적용되는 경우에)

(vi) 조달 품목의 요건에 대한 설명

(vⅱ) 납품 및 인수하는 날짜와 장소, 본선 인도 지점(FOB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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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ⅲ) 52.212-1(입찰자의 유의사항-상용 품목)을 본 조달에 적용한다는 점, 해당 조항의 

부록에 관한 설명

(x) 입찰자(제안자)에게, 52.212-3(입찰자에 관한 정보 및 인증)에 있는 본인의 정보와 

인증 내용을 기입하여 입찰서(제안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

(xi) 52.212-4(계약조건-상용 품목)를 본 조달에 적용한다는 내용. 해당 조항의 부록에 

관한 설명

(xⅱ) 52.212-5(법률이나 행정명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계약조건-상용 품목)를 본 조달

에 적용한다는 내용. 52.212-5 조항에 인용되어 있는 FAR의 다른 조항들 중 어느 것을 

본 조달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내용.

(xⅲ) 계약관이 본 조달에 필요하고 통상적인 상업 관행에 일치한다고 결정한 추가적인 

계약 요건이나 조건(예, 계약 자금에 관한 협정이나 보증 요건)

(xiv) 국방의 우선순위 및 배분 방식(Defense Priorities and Allocations System(DPAS))과 배

분율에 대한 내용.

(xv) 입찰 예정일, 시간과 장소

(xvi) 입찰요청서에 관해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3) 입찰서(제안서) 접수에 대한 회신기간(response time)을 다음과 같이 둔다.

(i) 요약공고와 입찰요청서가 하나의 문서로 합쳐졌기 때문에, 입찰요청서를 발행하기 

15일전에 별도의 요약공고를 하지 않는다. 

(ⅱ) 요약공고와 입찰요청서를 하나로 합쳐서 사용하는 때에는, 계약관은 5.203(b)에 따

른 회신 기간을 두어야 한다(그러나 5.203(h) 참고).

(4) 최초의 요약공고 ․ 입찰요청서와 같은 공표 방식으로, 입찰요청서의 수정 사항도 공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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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봉함입찰(Sealed Bidding)

14.000 범위

이 장은 다음을 규율한다.

(a) 봉함입찰을 통한 물품과 서비스(건설 포함)를 위한 기본적 계약요건

(b) 입찰요청서(입찰권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c) 입찰서(bids) 제출 절차

(d) 개찰, 입찰서 평가 및 계약 낙찰 요건

(e) 2단계 봉함입찰 절차

Subpart 14.1 봉함입찰 방식의 사용 

14.101 봉함입찰 요소

봉함입찰은 경쟁 입찰, 개찰(opening of bids) 및 낙찰을 사용하는 계약체결 방식이다. 

다음의 단계들이 포함되어 있다.  

(a) 입찰권유서(invitations for bids) 작성. 입찰권유서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요건이 

명확하고 정확하며 완벽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입찰자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필요

한 제한적 규격이나 요건은 금지된다. 입찰요청서에는 입찰을 위해 입찰예정자

(prospective bidders)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들(참조형식으로 첨부되거나 통합되든지

에 상관없이)을 포함시킨다.

(b) 입찰권유서 공고. 입찰권유서는 잠재적 입찰자에게 배포하고, 공개 장소에 게재하

고,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공고되어야 한다. 공고는 공개 개찰 전 입찰예정자들이 

입찰서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c) 입찰서 제출. 입찰자는 입찰요청서에 명시된, 공개 개찰 시간과 장소에서 개찰되도

록 봉함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입찰서 평가. 입찰서는 협의(discussion)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e) 계약 낙찰. 입찰서를 공개 개찰한 후, 가격과 가격관련 요소만을 고려하여, 입찰권

유서에 부합하고 정부에 가장 유리한 입찰서를 제출한, 이행능력(responsible) 있는 입

찰자에게 조속히 낙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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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3 정책

14.103-1 일반 

(a) 봉함입찰은 6.401(a)의 조건에 합치되는 모든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

은 6장(Part 6)에 따른 모든 예정 계약행위에 적용된다. 

(b) 봉함입찰 방식은 해당 조달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기관의 보안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밀 조달(classified acquisition)에도 사용될 수 있다.

(c) 봉함입찰 계약의 가격변경 정책은 15.403-4(a)(1)(ⅲ)에 명시되어 있다. 

14.103-2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봉함입찰방식에 의한 낙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a) subpart 14.2의 요건에 따라 입찰을 요청하였다.

(b) subpart 14.3의 요건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c) 1.602-1(b)과 6장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d) 가격과 가격관련 요소만을 고려하여, 입찰권유서의 요구에 부합하고 정부에 가장 유

리한 입찰서를 제출한, 이행능력(9.1 참고) 있는 입찰자에게 subpart 14.4에 규정된 바

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다.

14.104  계약 형태

계약체결 방법이 봉함입찰일 때에는, 확정정액계약(firm-fixed-price contracts)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유연한 조치가 가능할 때

에는 16.203에 따라,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계약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해당 조항들은 

모든 입찰자들에게 동등한 입찰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4.105  정보제공 목적 또는 조달계획 목적의 입찰요청서

(15.201(e) 참고)

Subpart 14.2-입찰 요청(solicitation of bids)

14.201 입찰권유서 준비

14.201-1 표준적인 계약서 포맷(uniform contract format)

(a) 계약관은 최대한, 표 14-1에 있는 계약서 포맷을 활용하여 입찰권유서와 계약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계약서 포맷을 활용하면 입찰요청서와 계약서를 용이하게 준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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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제목

Part Ⅰ- 목록

A 입찰요청서/계약서 서식 

B 물품이나 서비스 및 가격 

C 설명/규격

D 포장과 마킹

E 검사와 인수

F 납품 또는 이행

G 계약 관리 정보

H 특수 계약 요건

Part Ⅱ - 계약서 조항

I 계약서 조항

있을 뿐만 아니라 입찰자와 계약자들이 해당 서류들을 용이하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

다. 다음의 조달에는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

(1) 건설 (36장 참고)

(2) (설계, 건조, 및 개조를 포함한) 조선(shipbuilding), 선박 점검 및 선박수리

(3) 생필품

(4) FAR에서 달리 규율하는, 일반적인 계약서식과 다른 특수 계약서식을 요하는 물품이

나 서비스

(5) 간이 계약서식을 사용하는, 확정정액가격의 조달이나,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가격의 

조달(14.201-9 참고)

(b) 표준적인 계약서 포맷에 따라서 입찰권유서에 포함되는 정보는 해당 구성의 대상이 

아닌 입찰권유서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c) 표준적인 계약서 포맷을 적용하는 입찰요청서는  Part Ⅰ, Ⅱ, Ⅲ, Ⅳ를 포함하여야 

한다. 표준적인 계약서 포맷에서 사용하지 않는 section이 있는 경우, 계약관은 입찰요

청서에 해당 section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낙찰시, 계약관은 계약서에 Part Ⅳ를 포함

시키지 않고, 계약관련파일(contract file)에 포함시켜야 한다. (14.210(c) 참고) 표준

서식(Standard Form) 33호(입찰요청서, 입찰 및 낙찰, SF 33), 표준서식 26호(낙찰/계

약, SF 26), 표준서식 1447호(입찰요청서/계약서, SF 1447)의 낙찰 부분에 있는 입찰서

를 수락하여 낙찰한 경우, 이로 인해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Section K를 집어넣는다.

표 14-1—표준적인 계약서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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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Ⅲ - 서류, 별표(exhibits) 및 기타 첨부물 리스트

J 서류, 별표 및 기타 첨부물 리스트 

Part Ⅳ - 입찰자 정보 및 유의사항

K 입찰자에 관한 정보, 인증, 기타 진술

L 입찰자에게 알리는 유의사항, 조건 및 공지사항

M 낙찰 평가요소

14.201-2  Part I—목록

계약관은 다음과 같이 목록을 준비하여야 한다. 

(a) Section A, 입찰요청서/계약서 서식 

(1) FAR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표준서식 33호로 입찰요청서를 작성한다. 표준

서식 33호는 입찰요청서의 첫 페이지가 되는 것이며, 표준적인 계약서 포맷 중 Section 

A를 포함시킨다. 입찰요청서로 표준서식 1447호를 사용하는 때에는, (a)(2)(i)과 

(a)(2)(iv)에 있는 정보를 표준서식 1447호의 9번 칸(block 9)에 삽입한다.

(2) 표준서식 33호나 1447호를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입찰권유서 첫 페이지에 다음의 

정보를 포함시킨다.

(i) 입찰서를 제출할 곳으로써, 입찰서를 발행한 기관의 이름, 주소, 위치(사무실과 건

물 포함)

(ⅱ) 입찰권유서 번호 

(ⅲ) 발행일

(iv) 입찰서 접수 시간

(v) 페이지 수 

(vi) 구매 권한

(vⅱ) 입찰자가 자신의 성명과, 우편번호·주·군(county)·시(city)·도로(street)명을 

포함한 주소를 표시하는 요건

(vⅲ) 입찰자의 주소와 지급(payment) 받을 주소가 상이한 경우에, 입찰자는 지급 받을 

주소를 입찰서에 기입하여야 한다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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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ction B(물품이나 서비스와 가격).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예

를 들어, 품목 번호, 국가재고번호(national stock number)/부품번호, 물품이나 서비스

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 그리고 수량 (11장 참고). 표준서식 33호와 1447호는 필요하다

면 임의서식(OF) 336호(별지)에 의해 보충될 수 있다.

(c) Section C(설명/규격). 완전공개경쟁이 가능하기 위해서 Section B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설명이나 규격 (제11장 참고)

(d) Section D(포장과 마킹). 포장·보존·마킹 요건을 명시한다. 

(e) Section E(검사 및 인수). 검사·인수·품질보증·신뢰성에 관한 요건을 담는다. 

(46장 품질보증 참고)

(f) Section F(납품 또는 이행). 납품이나 이행을 할 시간·장소·방법을 명시한다. 

(subpart 11.4(납품 또는 이행일정) 참고)

(g) Section G(계약 관리 정보). 필요한 회계 자료와 지출 자료 그리고 입찰요청서 상의 

정보 외에 필요한 계약 관리 정보나 유의사항

(h) Section H(특수 계약요건). 표준적인 계약서 포맷의 Section I(계약서 조항)이나 기

타 section에서 포함되지 않은 특수 계약요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한다.

14.201-3 Part II—계약서 조항

Section I(계약서 조항). 표준적인 계약서 포맷에서 어느 section에도 포함되지 않는 조

항이지만, 법률이나 FAR에 따라 필요한 조항들이나, 계약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

항들을 이 section에 포함시킨다.

14.201-4 Part III—서류, 별표 및 기타 첨부물 리스트

Section J(서류, 별표 및 기타 첨부물 리스트). 계약관은 각각의 첨부문서에 대해서 제

목, 일자 및 페이지 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14.201-5  Part IV—입찰자 정보(representation)와 유의사항

계약관은 다음과 같이 입찰자 정보와 유의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a) Section K(입찰자에 관한 정보, 인증, 기타 진술). 이 section에는 입찰자에 관한 

정보, 인증을 요구하거나 기타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입찰요청서 규정을 포함시킨다.

(b) Section L(입찰자에게 알리는 유의사항, 조건 및 공고사항). 이 section에는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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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안내(guide)할 수 있는 입찰요청서 규정, 기타 정보와 유의사항을 삽입한다. 개찰 

시간과 장소를 입찰권유서에 포함시키고, 입찰자들에게 협의 없이 입찰서가 평가될 것이

라는 점을 알린다.

(c) Section M(낙찰 평가요소). 입찰서를 평가하고 계약을 낙찰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입

찰 가격(bid price)외 다른 가격 관련 요소들을 밝힌다. 14.202-8을 참고한다.

14.201-6  입찰요청서 규정

(a) 이 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입찰서의 준비, 제출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

는 것들이다. 특정한 조달 요건과 관련된 규정과 조항에 대해서는 연방조달규정(FAR)의 

다른 장(part)을 참고한다. 

(b) 모든 입찰권유서에 다음에 있는 규정들을 삽입한다. 

(1) 52.214-3(입찰권유서 수정)

(2) 52.214-4(입찰서의 허위기재)

(c) 입찰권유서에 다음 규정을 삽입한다.

(1) 52.214-5(입찰서 제출)

(2) 52.214-6(입찰예정자를 위한 설명)

(3) 52.214-7(입찰서의 늦은 제출·수정·철회)

(d) [유보]

(e) 건설 조달을 제외한 모든 입찰권유서에는 52.214-10(계약 낙찰-봉함입찰) 규정을 삽

입한다. 

(f) 표준적으로 계약서를 구성하는 입찰권유서에는 52.214-2(입찰서 작성)에 있는 규정

을 삽입한다.

(g)(1) 계약관이 전보 입찰서(telegraphic bid)를 허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권유서에 52.214-13(전보 입찰서) 규정을 삽입한다.  

(2) 변질되기 쉬운 생필품(subsistence)을 조달하려고 하는 경우, 서면확인이 가능할 정

도로 장기간의 접수기간을 입찰자들이 대비하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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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권유서에 52.214-13와 그 AlternateⅠ을 함께 사용한다.

(h) 입찰권유서에 52.214-14(이행지-봉함입찰)의 규정들을 삽입한다. 정부가 이행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i) 표준서식 33호나 1447호로 발행되지 않는 입찰권유서에는 52.214-15(입찰서 접수기

간)의 규정을 삽입한다. 다음의 입찰권유서는 예외로 한다.

(1) 건설 작업에 관한 입찰권유서

(2) 정부가 최소 접수기간을 정한 입찰권유서

(j) 계약관이 최소 접수기간을 조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을 제

외하고 입찰권유서에 52.214-16(입찰서 최소 접수기간) 규정을 삽입한다. 

(k) [유보]

(l) 건설 작업에 대한 입찰권유서에는 52.214-19(입찰서 작성-건설)의 규정을 삽입한다.

(m) 건설 작업에 대한 모든 입찰권유서에는 52.214-19(계약 낙찰-봉함입찰-건설) 규정을 

삽입한다.

(n) [유보]

(o)(1) 입찰 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52.214-20(입찰 견본) 규정을 삽입한다.

(2) 14.202-4(e)(1)의 조건을 적용하여 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waivers) 될 것으로 계

약관이 예상하는 경우 그리고

(i) 필요한 물품의 성질 상, 이전에 조달했거나 테스트 받았던 물품을 생산했던 공장에

서 생산한 물품으로 면제의 승인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52.214-20과 그 

AlternateⅠ을 함께 사용한다.

(ⅱ) 필요한 물품의 성질 상, 이전에 조달했거나 테스트 받았던 물품을 생산했던 공장에

서 생산한 물품으로 면제의 승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52.214-20과 그 

Alternate Ⅱ을 함께 사용한다.

(3) 모든 입찰자에 대한 요건 면제(waiver)에 관해서는 14.202-4(e)(2)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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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다음의 경우 입찰권유서에 52.214-21(설명 자료) 규정을 삽입한다.

(i) 입찰(제안)된 물품의 기술적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명 자료가 필요하다.

(ⅱ) 입찰자가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다.

(2) 이전에 공급했던 물품이며 현 입찰요청서의 규격 요건에도 부합하는 물품을 입찰(제

안)한 입찰자에게는 설명 자료를 제공하는 요건을 계약관이 면제시켜 줄 수 있는 경우에

는, 52.214-21과 그 AlternateⅠ을 함께 사용한다.

(3) 모든 입찰자에 대한 요건 면제에 관해서는 14.202-5(d)(2)를 참고한다.

(q) 정부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다수공급자낙찰을 할 수 있다고 계약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입찰권유서에 52.214-22(다수공급자낙찰 입찰서 평가) 규정을 삽입한다.

(r) 2단계 봉함입찰 중 1단계 기술제안에 대한 입찰요청서에 52.214-23(2단계 봉함입찰

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늦은 제출 ․ 수정 ․ 철회) 규정을 삽입한다.

(s) 계약관이 다수의 기술제안서(technical proposals)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2단

계 봉함입찰 중 1단계 기술제안에 대한 입찰요청서에 52.214-24(다수의 기술제안서)를 

삽입한다.

(t) 2단계 봉함입찰 중 2단계에서 발행된 입찰권유서에는 52.214-25(2단계 봉함입찰 중 

2단계) 규정을 삽입한다.

(u) [유보]

(v) 팩스 입찰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2.214-31(팩스 입찰서) 규정을 삽입한다. 

(14.202-7 참고)

(w) 25.1101이나 25.1102의 조항을 담고 있는 입찰요청서에는 52.214-34(영문 입찰서 제

출)를 삽입한다. 계약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찰요청서에도 동 규정

을 포함시킬 수 있다.

(x) 25.1101이나 25.1102 규정을 포함하는 입찰요청서에는 52.214-35(미국 통화로 표시

된 입찰서 제출) 규정을 삽입한다. 단, 25.1103(d)에서와 같이, 52.225-17(외국 통화로 

표시된 입찰서의 평가)에 있는 조항들을 계약관이 포함시키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계약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찰요청서에도 동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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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7  계약서 조항 

(a) 봉함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관은 다음과 같이 입찰요청서과 계

약서에 52.214-26(회계감사(Audit)와 기록-봉함입찰)을 삽입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경우 52.214-26(기본 조항)만을 사용한다.

(i) 해당 조달이 2009년 미 경기회복 및 재투자 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의해 충당된 자금이나 이용 가능한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ⅱ) 해당 계약의 총액이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15.403-4(a)(1)에 규정

된 하한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해당 조달이 2009년 미 경기회복 및 재투자 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의해 충당된 자금이나 이용 가능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찰요청

서와 계약서에 52.214-26과 그 AlternateⅠ을 함께 사용한다.

(b)(1) 봉함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해당 계약의 총액이 비용/가격책정 자

료를 제출해야 하는, 15.403-4(a)(1)에 규정된 하한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는, 계약관은 52.214-27(결함 있는 비용/가격책정 자료에 대한 감가-변경-봉함입찰)을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삽입하여야 한다.

(2) 예외적인 경우에, 계약기관(contracting activity)의 장은 외국 정부나 외국정부 기

관과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해당 조항을 추가하는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면제에 대한 

승인과 승인 사유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1) 봉함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해당 계약의 총액이 비용/가격책정 자

료를 제출해야 하는, 15.403-4(a)(1)에 규정된 하한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는, 계약관은 52.214-28(하도급계약자의 비용/가격책정 자료-변경-봉함입찰)을 입찰요청

서와 계약서에 삽입하여야 한다.

(2) 예외적인 경우에, 계약시행기관의 장은 외국 정부나 외국정부 기관과 체결하는 계약

서에는 해당 조항을 추가하는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면제에 대한 승인과 승인 사유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d) 봉함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관은 표준적인 계약서 포맷을 적용하

는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14-29(우선순위-봉함입찰)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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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8 가격관련 요소

이 subsection의 (a)에서 (e)에 정한 요소들은 낙찰을 위한 입찰서 평가에 적용될 수 있

으며, 적용하는 때에는 입찰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14.201-5(c) 참고)

(a) 검사·공급지·운송 상의 차이와 같은 요소들로 인하여 정부에게 발생하는 비용이나 

지연. 입찰이 본선인도(F.O.B.)(47.303 및 47.305 참고)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

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송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b) 입찰권유서의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14.404에 따른 입찰서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입찰자가 요청하여 입찰권유서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입찰자가 변경

(c) 둘 이상을 낙찰함으로 인하여 정부에게 발생할 이익이나 불이익(14.201-6(q) 참고). 

계약관은 다수낙찰을 하는 경우, 하나의 입찰요청에 대해 낙찰된 각각의 계약서를 발행

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5백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개별 낙찰 

건은 관리비를 포함해 정부에게 최저 비용을 발생시키는 품목이나 품목들의 조합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d) 연방세, 주세(state taxes) 및 지방세 (29장 참고)

(e) 물품의 원산지. 외국산 물품인 경우,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이나 

기타 외국산 구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 (25장 참고).

14.201-9  간략한 계약서 포맷(Simplified contract format) 

정책. 확정정액가격으로, 또는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가격으로 물품/서비스를 조달하려고 

하는 경우, 계약관은 표준적인 계약서 포맷 대신에 간략한 계약서 포맷을 사용할 수 있

다(14.201-1 참고). 계약관은 간략한 계약서 포맷을 탄력성 있게 준비하고 구성할 수 있

다. 그러나 다음의 포맷은 가능한 한 사용되어야 한다.

(a) 입찰요청서/계약서 서식. 표준서식(SF) 1447호(입찰요청서/계약서)는 입찰요청서의 

첫 페이지로 사용되어야 한다. 

(b) 계약서 목록. 각각의 계약 품목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포함시킨다. 

(1) 계약서 상 품목 번호(contract line item number)

(2) 물품/서비스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3) 수량과 출고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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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가와 총액 

(5) 포장 요건과 마킹 요건

(6) 검사 및 인수 요건, 품질보증 요건, 신뢰성 요건

(7) 납품지, 이행일과 납품일, 이행 기간, 본선인도조건(F.O.B. point)

(8) 필요시, 물품에 관한 특이 정보 (예, 개별 자금 열거)

(c) 조항. FAR에서 요구하는 조항들을 포함시킨다. 특정한 조달에 추가적인 조항이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d) 서류와 첨부물 리스트. 필요한 경우 포함한다. 

(e) 입찰자 정보(representation)와 유의사항-

(1) 입찰자 정보(representation)와 인증. 입찰자(제안자)의 정보와 인증, 기타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을 입찰요청서에 삽입한다.

(2) 유의사항, 조건과 공지사항. 14.201-6에 따른 규정을 입찰요청서에 포함시킨다. 입

찰자(제안자)들을 안내하는데 필요한 기타 정보/기타 유의사항을 포함시킨다.

(3) 낙찰평가 요소. 낙찰을 위한 모든 평가 요소와 중요한 하위요소를 포함시킨다.

(4) 낙찰을 진행한 후, 계약관은 이 subsection의 (e)(1),(2),(3)을 계약서에 실제로 포

함시킬 필요는 없으나 계약관련파일에는 담아두어야 한다. 표준서식 1447호의 낙찰 부분

에 있는 입찰서를 수락하여 낙찰한 경우, 입찰자에 관한 정보·인증·기타 진술을 첨부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는 넣는다.

14.202  입찰요청서에 관한 일반 규칙

14.202-1  입찰 기간(Bidding time)

(a) 정책. 모든 입찰권유서는 입찰예정자들이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

인 기간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정부의 필요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subpart 5.2

에 따라 요약공고를 하는 때에는, 역일(calendar day)로 최소한 30일의 입찰 기간(입찰

요청서를 발행하여 개찰하기까지의 시간)을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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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려해야할 요소. 부당하게 입찰 기간을 제한한다면, 일부 잠재적 공급자들이 입찰

에서 배제될 수가 있으며 일부 잠재적 공급자들은, 추가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임시비용까지 포함하게 될 수가 있다.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필

요이상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입찰 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정도

(2) 요건의 복잡성

(3) 하도급계약의 예상 범위

(4) 입찰요청 전(presolicitation) 통지 활용 여부

(5) 입찰자의 지리적 분포

(6) 입찰권유서와 입찰서 둘 다를 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14.202-2 전보 입찰서(Telegraphic bids)

(a) 전보 입찰서과 메일그램(mailgram)은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1) 입찰자들이 개찰 일까지 정해진 포맷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2) 가격이 자주 변경된다.

(b) 전보 입찰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4.201-6(g)를 참고한다. 인정되지 않은 전보 입

찰서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14.301(b) 참고).

14.202-3 입찰 봉투(Bid envelopes)

(a) 우편요금이나,“우편요금과 수수료 납부”라고 표시된 봉투를 입찰권유서와 함께 배

포하거나 입찰예정자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 입찰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적절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입찰서류와 함께 임

의서식 17호(입찰서 라벨)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서식은 연방조달청(GSA)에서 얻을 수 

있다(53.1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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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2-4 입찰 견본(Bid samples)

(a) 정책 

(1) 입찰자는 입찰 견본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단, 규격서(specification)나 구매설

명서에서 적절하게 기술할 수 없는 물품의 특징이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입찰 견본은 입찰서의 적합성(responsiveness)을 판단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며, 입찰

자의 필요한 물품의 생산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

(3) 이 section의 (d)(1)(ⅱ)에 따라서 견본의 특징들을 입찰권유서에 열거하는 경우에

는, 규격서에 해당 특징들이 적절하게 설명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입찰 견본을 검사

할 수 있다.

(4) 견본이 입찰권유서에 기재된 각각의 특징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찰서는 부적합

한 것으로 거부된다.

(b) 사용 시점. 규격서에는 적절히 설명할 수 없는 조화(balance)·사용 편의·일반적인

“촉감”·색상·패턴·기타 특징들의 관점에서 보기에 알맞은 물품의 경우에 입찰 견본

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물품에 관한 상당 부분의 특징들이 규격서에서 충분

히 설명되지 못한 때에는, 그 물품은 2단계 봉함입찰이나 협상 계약을 통해서 조달되어

야 한다.

(c) 정당화 사유. 인수(acceptance) 가능한 물품이라도 입찰 견본을 제출하지 않고서는 

조달할 수 없는 사유를 계약관련파일에서 밝혀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달에서 사용하는 

공식 규격서(연방규격서, 군규격서, 기타)가 견본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d) 입찰권유서에 들어갈 견본에 관한 요건

(1) 입찰권유서는

(i) 제출해야 할 견본의 수와 사이즈를 명시하거나 필요한 견본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

다.

(ⅱ) 견본에서 검사할 모든 특징들을 열거해야 한다.

(2) 입찰 견본을 요구하는 경우, 14.201-6(o)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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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입찰 견본 요건의 면제

(1) 입찰자가 정부와 이전에 계약을 맺었었거나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물품 또는 정부

에 의해 테스트를 받아서 모든 중요한 면에서 현재의 입찰권유서의 규격 요건에 맞는 규

격 요건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을 제안하는 때에는, 입찰 견본을 제공해야 

하는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다. 입찰 견본 제출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때에는, 

14.201-6(o)(2)를 참고한다. 

(2) 연방 규격서, 군 규격서나 기타 공식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견본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지 않고 규격서의 견본 제출 요건이 면제된 경우에는, 규격서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견

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문구를 입찰권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f) 입찰권유서의 요구에 맞지 않은 견본(Unsolicited samples).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입찰 견본이 입찰권유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입찰서를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무시한다. 그러나 입찰서나 첨부 서류로 볼 때 입찰자의 의도

가 입찰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 견본을 무시하지 않는

다.(자격이 입찰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14.404-2(d)를 참고)

(g) 입찰 견본의 취급

(1) 테스트에서 파손되지 않은 견본들은 입찰자의 요청과 비용으로 입찰자에게 반환되어

야 한다. 단, 입찰권유서에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입찰자로부터 처분 지시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견본을 처분하여야 한다.

(3) 30일 이내에 처분 지시를 받지 못한 경우에, 견본은 보통 견본을 보낸 주소로 반환

된다. 작은 견본은 선불 우편으로 반환된다.

(4) 납품과 관련한 검사를 위해 보존되어야 하는 견본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나 처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견본을 보존하라는 지침과 함께 검사기관(inspecting activity)으

로 보내져야 한다.

(5) 견본이 테스트에 의해 소모되거나 그 효용성이 줄어든 경우, 입찰자가 반환을 요청

하지 않는다면 폐기한다.

14.202-5 설명 자료(descriptive literature)

(a) 정책. 계약관은 입찰자에게 설명 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단, 낙찰 전에 입찰

된 물품이 규격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정확하게 입찰자가 무엇을 제공하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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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b) 정당화. 설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물품의 인수가능성(acceptability)을 판단

할 수 없는 사유를 계약관련파일에 기록하여야 한다. 규격서가 설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는 때에는 사유를 기록하지 않는다.

(c) 입찰권유서의 요건

(1) 입찰권유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i) 입찰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설명 자료

(ⅱ) 설명 자료를 요구하는 목적

(ⅲ) 입찰서 평가에 있어서 설명 자료를 고려하는 정도

(iv) 입찰자가 개찰 전에 설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입찰권유서 요

건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할 규정

(2) 입찰자가 설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면, 14.201-6(p)를 참고한다. 

(d)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요건의 면제

(1) 다음의 경우에 계약관은 설명 자료 제출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i) 입찰자가 자신이 제안한 물품이 이전에 계약시행기관에 제공했거나 현재 제공하고 

있는 물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입찰서에 명시.

(ⅱ) 입찰자가 제안한 물품이 현 입찰권유서의 규격요건에 부합한다고 계약관이 결정. 

계약관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4.201-6(p)(2)를 참고한다. 

(2) 설명 자료가 필요하지 않고 규격에 관한 자료제출 요건의 면제가 인정된 경우에, 계

약관은 입찰권유서에, 규격 요건에도 불구하고 설명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

의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3) 입찰요청서가 제출요건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입찰자는 입찰서와 함께 제

출할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한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이전에 공급했던 물품을 기준으로 

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어느 한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서

를 개봉한 이후에는 다른 기준에 따라서는 입찰서를 고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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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요구하지 않았으나 제출된 설명자료. 입찰권유서에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설

명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14.202-4(f)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14.202-6 입찰권유서의 최종 검토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적합한 입찰서의 접수를 초래할 수 있는 모순이나 모호함을 발견하

고 수정하기 위하여 발행 전에 입찰권유서를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14.202-7 팩스 입찰서(facsimile bids)

(a) 기관 절차가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면, 계약관은 팩스 입찰서를 인정할 수 있

다(14.201-6(v) 참고). 팩스 입찰서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계약관은 다음

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예상되는 입찰의 규모와 양

(2) 요건의 긴급성 

(3) 가격변동의 빈도

(4) 팩스 수신 장비의 이용 가능성, 신뢰성, 속도 및 용량

(5) 팩스 입찰서를 접수, 확인, 기록, 보호하고 적시에 개찰장소로 보낼 수 있는  행정

적 절차와 관리의 적절성

(b) 팩스 입찰서를 받아들이는 경우, 계약관은 개찰 이후 낙찰이 분명한 입찰자(제안자)

에게 완전하고 서명된 원본 입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4.202-8 전자 입찰서(electronic bids)

Subpart 4.5에 따라서, 입찰서를 제출하는데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전자 입찰서를 허용하는 경우, 입찰요청서에는 입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14.203 입찰을 요청하는 방법

14.203-1 입찰예정자에게 송부

5.102에 따라서 입찰권유서나 입찰요청 전 공고(presolicitation notices)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부서가 미국 내에 있는 때에, 미국 밖에 있는 입찰예정자에게는 보안 분류 상 

용인된다면, 전자문서교환이나 항공우편을 통하여 입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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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3-2 입찰권유서 관련 정보의 제공 

공공장소에 입찰권유서를 게시하는 것, 신문 ․ 무역저널 ․ 유료 광고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 그리고 범정부공고처(GPE)를 통해 요약공고하는 것과 관련한 절차는 5.101과 5.2절에 

규정되어 있다. 

14.203-3 종합 입찰요청서(master solicitation)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찰요청서 보유를 요청하는 잠재적 공

급원에게는 종합 입찰요청서를 제공한다. 개별 입찰요청서에는 현재 종합 입찰요청서의 

일자를 표시하고, 종합 입찰요청서의 변경사항도 알려주어야 한다. 계약관은-

(a) 요청 시, 종합 입찰요청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b) 관할 계약관리 기관에 현재의 종합 입찰요청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4.204 입찰권유서에 대한 기록과 입찰에 대한 기록

(a) 각 계약부서는 자신이 발행한 입찰권유서와 개요서에 대한 기록이나 입찰에 관한 기

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조달하는 때에 관련 정보를 검

토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b) 각각의 입찰권유서 파일에는 배포 사항과 발행일자가 있어야 한다. 입찰권유서를 요

청하였으나 원래의 입찰요청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입찰예정자들의 성명과 주소를 

명단에 추가하고 기록에 넣어야 한다.

14.205 입찰요청 전 공고(presolicitation notice)

완비한 입찰서류(bid sets)를 처음으로 발송하는 것 대신에, 계약관은 기업들에게 입찰

요청 전 공고를 보낼 수 있다. 입찰요청 전 공고는-

(a) 완비한 입찰서류의 요청을 접수할 수 있는 최종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b) 기업들이 입찰권유에 따른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간

략히 설명하고 기타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c) 일반적으로 도면, 계획서 그리고 규격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통지에 대한 회신일

자는, 필요한 입찰서류(bid sets)의 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입찰권유서 우송일 

전에 충분하게 주어져야 한다. 통지에 회신하여 입찰서류를 요청한 기업들에게 입찰서류

를 송부하여야 한다.

14.206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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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7 입찰전설명회 (Pre-bid conference) 

일반적으로 복잡한 조달에 있어, 입찰권유서를 발행하고서 개찰을 진행하기 전 될 수 있

는 대로 일찍 입찰예정자들에게 브리핑하고 복잡한 규격과 요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입찰

전설명회를 열 수 있다. 결함이 있고 애매모호한 입찰권유서를 수정하는 대체수단으로써 

입찰전설명회를 가져서는 안 된다. 입찰전설명회는 15.201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14.208 입찰권유서의 수정

(a) 수량, 규격, 납품일정, 개찰일자 등을 변경하거나 결함 있고 애매모호한 입찰권유서

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변경들은 표준서식 30호(입찰요청서 수정/계약서 변

경)을 사용하여 입찰권유서를 수정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입찰전설명회에서 입찰권

유서의 변경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수정 사항을 발행하여야 한다. 입찰권유서를 제공받

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찰 전까지 수정 사항을 송부하여야 하며, 수정 사항은 입찰실에도 

게시되어야 한다.

(b) 입찰권유서를 수정하기 전에, 개찰까지 남아있는 기간과 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찰 시까지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을 때에는, 입찰자들에

게 전보나 전화로 기간의 연장을 통보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간이 연장이 

되면 수정사항에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

(c) 한명의 입찰예정자에게 입찰권유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때에 (1) 해당 정보가 

입찰자들이 입찰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것이거나 (2)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한 입찰자들

이 불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권유서를 수정함으로써 즉시 다른 모든 입찰예정자들

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입찰전설명회를 개최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 수정된 입찰권유서가, 모든 입찰예정자들이 자신의 입찰서를 제출하고 변경하

는데 해당 정보를 고려할 충분한 시간을 두어 발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입찰권유서에 따

른 낙찰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209  개찰 전 입찰권유서 취소

(a) 입찰권유서의 취소는 통상적으로 정부와 입찰자들이 소비한 시간, 노력 및 금전의 

손실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다음의 예와 같이, 명백히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입찰권유서를 취소하지 않는다. 

(1)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이상 없다.

(2) 입찰권유서를 수정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입찰권유서가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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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자적으로 발행하지 않은 입찰권유서를 취소하는 때에는, 접수한 입찰서를 개봉하

지 않은 상태로 입찰자들에게 반송하고 입찰권유서를 받은 모든 입찰예정자들에게 취소 

통지를 보낸다. 전자적으로 발행한 입찰권유서를 취소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취소 공고

를 전자적으로 게시하고, 접수된 입찰서를 열어보지 않고서 주저장장치와 백업저장장치

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c) 취소 공고는 (1) 공고번호, 간략한 제목이나 주제를 표시하고 (2) 입찰권유서가 취

소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하며 (3) 적절한 경우, 입찰예정자들에게 재입찰요청에 응찰할 

수 있거나, 해당 물품/서비스의 장래 조달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임을 확인

하여 주어야 한다. 14.403(d)에 따라 취소를 기록하여야 한다. 

14.210 적격 물품

(Subpart 9.2 참고)

14.211 조달정보의 공개 

(a) 입찰요청 전. 예정된 조달과 관련한 정보는 입찰요청 전에는 정부기관 외부로 공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14.205나 36.213-2에 따른 입찰요청 전 공고, 5.404에 따른 

장기조달견적서(long-range acquisition estimates) 또는 5.201에 따른 요약공고는 예외

로 한다. 정부 내에서도, 조달관련 정보는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들로 한정된다. 

조달관련 정보는 어느 한 입찰예정자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도

록 (1) 모든 입찰예정자들에게 그리고 (2) 가능한 한 동일한 시간에 공개되어야 한다. 

내부소유정보(proprietary)의 요건과 공급원선정 요건, 그리고 그 정보들에 대한 접근방

법과 공개에 대해서는 3.104를 참고한다.

(b) 입찰요청 후. 오직 계약관이나 계약에 관한 권한을 가진 상급자 또는 특별히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입찰예정자들과 입찰요청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고, 입찰예정자들

에게 기술 정보나 기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들은 어느 한 입찰예정자에게, 다

른 입찰자들보다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입찰예정자들

에게 불리하지 않은 일반적 정보는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약조항이

나 입찰권유서에 있는 목록의 상세한 조건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고, 입찰요청서를 수

정하여 좀 더 구체적인 정보나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14.208 참고).

14.212 경제적인 구매수량(Economic purchase quantities) (물품)

계약관은 Subpart 7.2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에 관한 경제적인 구매수량계획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52.207-4(경제적인 구매수량-물품) 규정의 활용에 관한 유의사항은 7.203

을 참고하고, 해당 규정에 대한 회신 처리에 관한 지침은 7.204를 참고한다. 

14.3절—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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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 입찰서의 적합성

(a) 낙찰의 대상이 되려면, 입찰서는 모든 중요한 면에서 입찰권유서와 일치하여야 한

다. 입찰자가 입찰권유서와 일치하는 입찰서를 제출하게 되면 봉함입찰제도에서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고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b) 입찰권유서가 인정하지 않으면 전보 입찰서는 고려될 수 없다.“전보 입찰서”란 전

보나 메일그램으로 제출된 입찰서를 말한다. 

(c) 입찰요청서가 인정하지 않으면 팩스 입찰서는 고려될 수 없다(14.202-7 참고).

(d) 입찰서는 입찰권유서의 유의사항에 따라서 채워서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한다. 입찰

자가 입찰서를 제출하기 위해 자체 서식이나 서한(letter)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에 

한하여 해당 입찰서를 검토할 수 있다.

(1) 입찰자가 입찰권유서의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

(2) 해당 입찰서를 낙찰하여 입찰권유서의 조건과 다르지 않은 조건으로 구속력 있는 계

약을 체결한다.

(e) 입찰권유서에 규정되었거나 허용된 방식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출된 입찰서만을 검

토할 수 있다.

14.302 입찰서 제출 

(a) 입찰서는 개찰 시간 전까지 입찰권유서에 지정된 부서(이 section (b)와 (c)에서

“지정 부서”로 지칭)에 접수될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한다.

(b) 이 section (c)에 규정된 바는 제외하고, 전보 입찰서가 인정된다면, 지정 부서에 

전화 통화로 전달된 전보 입찰서는 다음의 경우에 검토되어야 한다.

(1) 기관 규정에 의해 검토를 할 수 있다.

(2) 전보 입찰서를 수취한 전신국이 전화를 하였다.

(3) 지정 부서가 개찰시각 이전에 전화 통화를 받았다.

(4) 전보 입찰서를 수취한 전신국이 지정 부서에 전보를 보내왔다.

(5) 지정 부서가 전화를 받기 전에 전신국이 전보를 수취하였음이 전보(telegram)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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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있다.

(6) 전보 입찰서의 내용이 전신국에서 온 전화로 접수한 입찰서와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동일하다.

(c) 이 section (b)의 조건들이 적용되고 전화로 접수한 입찰서가 명확하게 (가격이)낮

은 입찰서인 경우에는, 지정 부서가 해당 전보를 받을 때까지 낙찰을 하지 않을 수 있

다. 그러나 지정 부서가 해당 전보를 개찰 후 5일안에 받지 못하면, 해당 입찰서는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14.303  입찰서의 변경이나 철회(modification or withdrawal)

(a) 개찰 시간 이전에, 입찰요청서에 지정된 부서로 입찰서의 변경이나 철회를 통보한다

면, 입찰자는 입찰요청서가 허용하는 방법으로 입찰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기

관의 규정이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전신국으로부터 온 전화로 지정 부서에 접수된 입찰

서는 전신으로 변경하거나 철회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신 회사가 전보를 보내어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팩스 입찰서가 인정되는 경우, 입찰서 접수시간 전까

지 접수를 받은 팩시밀리를 통하여, 14.201-6(v)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 

입찰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담당자는 전보(전신 회사가 전화로 알려온 변경사

항에 대한 기록도 포함)나 팩스로 받은 변경 입찰서를 봉투에 담아 봉인하여야 한다. 담

당자는 봉투 위에 (1) 접수받은 일자, 시간과 접수자 그리고 (2) 입찰권유서의 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봉투 안에 담긴 정보는 정해진 개찰시간 전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b) 입찰서의 철회를 요청하는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고 그 사람이 입찰서의 영수증에 서

명하는 경우, 개찰 시간 전까지는 입찰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입찰서를 철회할 수 있다.

(c) 전자적으로 전송된 입찰서를 철회하는 때에는, 접수된 자료를 열어보지 않고서 주저

장장치와 백업저장장치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14.304 입찰서의 제출, 변경 및 철회

(a) 입찰자는 자신의 입찰서·입찰서 변경·입찰서 철회의사가 입찰권유서(IFB)에 명시

된 시간까지 IFB에서 지정한 정부 부서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자들은 입

찰권유서가 인정하는 전송 방법(예, 보통 우편, 전자상거래 또는 팩스)을 사용할 수 있

다. 입찰권유서에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접수 시간은 입찰서 마감일의 오후 4시 

30분(지정된 정부 부서가 있는 현지 시간으로) 이다. 

(b)(1) 입찰서접수 마감시간 이후에, IFB에서 지정한 정부 부서로 접수된 입찰서· 입찰

서 변경·입찰서 철회는“지체된”것으로, 해당 입찰서·입찰서 변경·입찰서 철회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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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되지 않는다. 단, 입찰서가 낙찰이 이루어지기 전에 접수되었고 계약관이 지체된 입찰

서를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달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때에

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도 그러지 아니한다.

(i) 입찰권유서가 허용하는 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하여 전송되었고, 입찰서 마감일 하루 

전날 오후 5시 이전까지 정부의 최초 진입점에 접수되었다. 

(ⅱ) 입찰서 접수처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정부 시설(installation)

로, 입찰서접수 마감시간 전에 접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2) 지체된 변경 입찰서라 하더라도 조건이 정부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인 때에는, 그

것을 접수 받은 시간에 관계없이 검토되고 수락될 수 있다

(c) 정부 시설에 접수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는, 입찰서 포장에 찍힌 시설의 

시간/날짜 소인(stamp),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접수 증거서류, 공무원의 구두 증언이

나 진술이 있다.

(d) 비상사태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절차에 차질이 발생하여 입

찰서접수 지정 부서에 정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급박한 정부의 필요성 

때문에 개찰 일자의 수정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절차가 재개되는 

첫 날의, IFB에서 정한 시간까지로 입찰서 접수시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e) 입찰서접수 마감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입찰서를 철회할 수 있다. 입찰권유서가 

팩스 입찰서를 인정하는 경우, 팩스 입찰서는 입찰서접수 마감일 전 어느 때라도 

52.214-31(팩스 입찰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팩스로 철회할 수 있다. 입찰서접수 마감

일 전에, 철회를 요청하는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고 그 사람이 입찰서 접수증에 서명을 

하는 때에는, 입찰자나 대리인이 직접 입찰서를 철회할 수도 있다. 전자적으로 송부된 

입찰서를 철회한 경우, 접수한 자료는 검토되지 않고 가능하다면 주저장장치와 백업저장

장치로부터 삭제되어야 한다.

(f) 입찰서, 변경, 또는 철회가 늦게 접수된 경우에, 계약관은 입찰자에게 신속하게 통

보하여야 하며, 입찰자에게 그의 입찰서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단, 

계약 낙찰이 임박하였고 14.409의 공고로 충분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g) 검토하지 않은, 지체된 입찰서와 변경한 입찰서는 낙찰 후까지 개봉하지 않고 이후

에 다른 낙찰되지 않은 입찰서들과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 단, 확인을 위하여 개봉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h) 할 수 있다면, 각각의 지체된 입찰서, 변경한 입찰서나 입찰서 철회에 관한 다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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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계약관련파일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접수 일시

(2) 낙찰을 위해 해당 입찰서를 검토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진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

(3) 접수 일을 확인할 수 있는 봉투, 포장지, 기타 증거

Subpart 14.4—개찰과 계약의 낙찰 

14.400 범위 

이 subpart는 입찰서의 접수·취급·개찰·처리(disposition)하는 절차와 입찰서상의 착

오(mistake), 그리고 이후의 계약 낙찰 절차를 규정한다.

14.401  입찰서의 접수와 보호

(a) 정해진 개찰시간 이전에 접수된 모든 입찰서(변경 입찰서 포함)는 안전하게 보관되

어야 한다. 이 section (b)에서 규정된 바는 제외하고, 입찰서를 개봉하거나 봐서는 안 

되며, 잠겨있는 입찰서 상자, 금고, 또는 안전하고 접근이 제한된 전자 입찰서 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입찰권유를 취소한 경우는, 입찰자들에게 입찰서를 돌려주어야 한다. 

입찰서 상자나 금고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찰 전에는 공무

원만이 입찰서의 아이덴티티(identity)와 수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알 필요가 

있음”만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 입찰 견본이 제출된 경우, 개찰 전에 

특징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입찰 견본들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b) 입찰서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입찰자나 입찰요청서를 확인할 수 없는 봉투는, 확인하

도록 지명된 담당자에 의하여 확인하기 위해서만 개봉될 수 있다. 봉함된 입찰서가 실수

로(예, 입찰서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개봉된 경우, 개봉자는 해당 봉투에 서명하고 

직위를 기재하여 지명된 담당자에게 봉투를 전달하여야 한다. 봉투를 전달받은 담당자는 

봉투에 (1) 개봉된 사유, (2) 개봉된 일시, (3) 입찰권유서 번호를 즉시 기재하고 서명

하여야 하며, 다시 그 봉투를 봉하여야 한다.

14.402  개찰

14.402-1  일반 입찰서

(a) 개찰 공무원은 정해진 개찰시간이 되었음을 판단하여 참석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

리고 개찰 공무원은 (1) 개찰시간 전까지 접수된 모든 입찰서를 직접 공개적으로 개봉하

고 (2) 참석자들에게 입찰서를 크게 낭독하고 (3) 입찰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입찰서의 

원본들은 특히 14.403에서 요구된 입찰 개요서를 만들어 그 정확성을 확인할 때까지 주

의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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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보조인(assistant)에게 위임하여 이 section (a)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개찰 

공무원이 보조인의 행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c)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입찰서 검토가 정부의 업무 수행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다면 

허용되어야 한다. 정부 공무원의 관리수중에서 입찰서 원본이 밖으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공개 검사에서 사본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오직 정부 공무

원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그리고 입찰서 내용을 교체·추가·삭제·변경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입찰서 원본을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14.402-2  기밀 입찰서

일반인은 기밀 조달의 개찰에는 참석할 수 없다. 입찰자나 그 대리인이 적절한 기밀정보 

취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찰에 참석하여 그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 

계약관은 입찰자를 대리하고 적절하게 허가를 받은 개인들에게 입찰서들을 공개할 수 있

다. 기밀 입찰권유서에 응하여 접수된 입찰서나 입찰가격에 대해서는 공적인 기록을 할 

수 없다.

14.402-3  개찰의 연기

(a) 다음의 경우에 (아니면 14.208에 따라서) 개찰을 개찰 예정시간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1) 입찰자들 중 중요한 일부의 입찰서가, 입찰자들의 과실이나 부주의 없이 불가항력의 

사유(예, 홍수, 화재, 사고, 기상상태, 파업 또는 입찰서 마감시 정부 장비의 정전이나 

고장)로 인하여 우편에서 또는 입찰서 전송수단으로 정해진 통신시스템에서 지연되었다

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다.

(2) 비상사태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정부 업무절차가 중단되어 예정

된 개찰을 할 수 없다.

(b) 이 section (a)(1)에 따라 개찰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때, 그 결정 사항을 공시하여

야 한다. 공식적인 수정 입찰권유서를 발행하기 전에는, 예정된 개찰에 참여할 것 같은 

입찰예정자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그 결정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c) 이 section (a)(2) 사안에 해당하고, 정부의 긴급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14.208에 따

른 입찰요청서의 수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정부절차가 재개되는 첫 근무

일의, 입찰요청서에 정해진 날의 동일한 시간까지 개찰시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그

러한 경우, 실제로 개찰하는 시간을, 14.304에 따라“지체된 입찰서”를 판단하는 기준

이 되는 개찰시간이라고 봐야 한다. 해당 사항을 입찰 개요서에 메모하거나, 개찰이 연

기된 상황을 설명하는 메모를 파일에 추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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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3  입찰 기록

(a) 개찰 담당자는 개찰을 한 후 가능한 한 빨리, 표준서식 1409호(입찰 개요서)나 임의

서식 1419호(입찰 개요서-건설)를 작성하고 그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입찰 물품이 

너무 많아서 모든 입찰들을 완벽하게 기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입찰에 대한 

개요서 기재사항을 물품 번호와 입찰가격으로 한정할 수 있다. 서식들을 작성할 때에 계

약시행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분류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별도의 칸

(extra columns)을 사용하거나 표준서식 1410호(입찰 개요서-연장)와 임의서식 1419A호

(입찰 개요서-건설, 별지)를 사용할 수 있다. 

(b) 일반 조달의 입찰 개요서는 공공 조사(public inspection)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 조달의 입찰 개요서에는 입찰자가 이행능력의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입

찰자들 사이의 분명한 담합 사실, 또는 Subpart 24.2를 이행하는 기관 규정에 따라 공개

하지 않는 기타 기록들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c) 국방에너지지원센터(Defense Energy Support Center)가 석탄제품이나 석유제품을 조

달하거나 필라델피아 국방물자공급센터(Defense Supply Center Philadelphia)가 변질되

기 쉬운 생필품을 조달하는 때에는 이 section (a)에 명시되어 있는 서식을 사용할 필요

는 없다.

(d) 입찰권유가 개찰시간 이전에 취소된 경우, 이러한 사실은 입찰참가 요청자 수와 접

수된 입찰서 수와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14.404  입찰서 거절

14.404-1 개찰 후 입찰권유 취소 

(a)(1) 개찰한 후, 경쟁입찰제도의 완전성을 유지하려면 최저가의 적합한 입찰서를 제출

한 이행능력 있는 입찰자에게 낙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모든 입찰서를 거절하고 

입찰요청을 취소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개찰일 전에 있을 수 있는 요건의 변화를 예상하여 모든 입찰예정자들에게 요건 변

경으로 인한 입찰요청의 수정이나 취소를 통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이는 입찰자들이 그들의 입찰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가격이 불필요하게 노

출되지 않도록 해준다.

(3) 일반적으로 개찰 후에는 조달 물품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입찰권유를 

취소하거나 재요청하여서는 안 된다. 낙찰은 최초의 입찰권유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

며, 수량을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조달로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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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개찰 후 낙찰 전에, 11.201의 요건(규격의 활용과 확인 관련)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입찰권유를 취소하여야 한다. 

(c) 이 section (a)(1)에 부합하고, 기관장이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 때에는, 개

찰한 후라도 낙찰 전이면 입찰요청을 취소할 수 있고 모든 입찰서를 거절할 수 있다.

(1) 입찰권유서에 부적절하거나 애매모호한 규격이 들어가 있다.

(2) 규격이 변경되었다.

(3) 계약할 물품이나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4) 입찰권유서가 정부의 소유재산을 입찰자의 공장으로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같이 정부

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5) 접수 받은 입찰서들에 따르면, 입찰요청된 물품과는 다르게 덜 비싼 물품으로 정부

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6) 접수한 모든 입찰서들이 터무니없는 가격대이거나, 한 개의 입찰서만이 접수되어 계

약관이 입찰가격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가 없다.

(7) 입찰서들이 공개경쟁에 독립적으로 도달하지 않았고, 담합되었거나 악의(bad faith)

로 제출되었다(법무부에 해야 하는 보고에 관해서는 subpart 3.3을 참고).

(8) 이행능력 있는 입찰자로부터 어떤 적합한 입찰서도 접수받지 못했다. 

(9) 예산관리국(OMB) 회람 A-76과 subpart 7.3에서 규정된 가격 비교 결과, 정부가 해당 

조달을 이행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10) 기타 사유로, 입찰요청을 취소하는 것이 확실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d) 개찰 후 행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입찰서의 유효기간(acceptance period)을 초과하여 

낙찰이 지연될 수 있다면, 재입찰요청할 필요가 없도록, 아직 유효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입찰서를 제출한 최저 입찰자들에게 입찰서 유효기간을 서면으로 연장(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의 동의와 함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 어떤 상황에서는 입찰권유를 취소한 후에 조달을 완료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1) 이 subsection (c)(6), (7)이나 (8)의 사유로 입찰권유를 취소하고, 기관장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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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ction (c)의 결정을 하여 협상을 통한 조달의 완료를 승인한 경우에, 계약관은 이 

subsection (f)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이 subsection (c)(1), (2), (4), (5)나 (10)의 사유 또는 (c)(6), (7), (8)의 사유

로 입찰권유를 취소하고, 협상을 통한 조달 이행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관은 

새로운 조달을 진행하여야 한다.

(f) 이 subsection (e)(1)에 따라서 기관장이 입찰권유를 취소하고 협상하는 것이 정부

에 이익이 된다고 결정하는 경우, 계약관은 다음을 조건으로 할 때 새로운 입찰요청서를 

발행하지 않고 협상(15장에 따라)할 수 있고 낙찰할 수 있다. 

(1) 봉함입찰 조달에서 이행능력 있는 입찰자들에게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통지를 

하였고,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2) 최저의 협상가격을 제시한 이행능력 있는 입찰자에게 낙찰이 이루어진다.

14.404-2  개별입찰서의 거절

(a) 입찰권유서의 필수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입찰서는 거절하여야 한다. 

(b) 적용 가능한 규격에 부합하지 못한 입찰서는 거절되어야 한다. 단, 입찰권유서에서 

대안입찰서(alternate bids)의 제출을 허용하였고, 대안으로 제시된 물품이 입찰권유서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c) 입찰권유서에 명시된 납품 일정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허용 가능한 대안 품목을 제시

하지 못한 입찰서는 거절되어야 한다. 

(d) 입찰자가 입찰권유서의 요건을 수정하는 조건이나 정부에 대한 입찰자의 책임을 한

정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 어느 한 입찰자가 그런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입

찰자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입찰서는 거절되어야 한다. 예를 들

어, 다음의 입찰서는 거절되어야 한다. 

(1) 정부가 부담해야 할 총비용이 얼마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비용의 증가와 같은 

조건을 장래에 변경할 수 없도록 입찰자가 막은 입찰서

(2) 입찰자가 가격의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가격은“납품 시에 유효한 가격”이어야 한

다고 표시한 입찰서

(3) 입찰자가 가격의 금액을 기재하였으나 해당 가격은“납품 시에 유효한 가격”임을 

조건으로 한다는 단서를 단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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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권유서에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입찰자가 낙찰일 전에, 별도의 입찰요청에 의해 

낙찰을 받는(또는 받지 않는) 경우에만 자신의 입찰서를 검토하라고 명시함으로써 입찰

서에 조건을 붙이거나 단서를 단 입찰서

(5) 입찰자가 정부에게 자신의 물품이 정부 규격에 부합한다고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입

찰서

(6) 입찰자가 계약 조항에 따라서 정부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찰서

(e) 부적당한 조건이 입찰서의 (형식과는 다른)실질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다

른 입찰자들에게 불공평하게 작용한다면, 낮은 입찰자(low bidder)에게 해당하는 부적당

한 조건을 입찰서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어느 조건이 응찰된 품목의 가격 ․ 
수량 ․ 품질 ․ 납품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은 해당 조건이 입찰서의 실질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f) 입찰서가 제출한 가격이 터무니없다고 계약관이 서면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그 입찰

서는 거절될 수 있다. 비합리적인 가격의 대상에는 총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개별 품목의 

가격도 포함된다.

(g) 본 품목의 가격이나 하위 품목의 가격의 균형이 상당히 맞지 않은 경우, 입찰서는 

거절될 수 있다(15.404-1(g) 참고). 

(h) 자격정지 ․ 자격제한 ․ 자격제한 예정 조치를 받은 사람이나 기업 또는 개찰 일에 부

적격자로 선언된 사람이나 기업이 접수한 입찰서는 거절되어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

라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subpart 9.4 참고).

(i) subpart 9.1에 따라 이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기업이 접수한 낮은 입찰서는 

거절되어야 한다(그러나 입찰자가 소기업인 경우, 계약이행능력증명서에 관해서는 19.6

을 참고). 

(j) 입찰보증(bid guarantee)이 요구되나 입찰자가 입찰권유서 요건에 따라 보증을 제공

하지 못한 때에, 해당 입찰서는 거절되어야 한다. 28.101-4에서 달리 규정한 바는 예외

로 한다.

(k) 거절된 모든 입찰서의 원본 그리고 거절과 관련된 서면 결정문은 조달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

(l) 입찰서를 제출한 후, 입찰자의 모든 재산이나 입찰과 관련된 일부 재산이 개찰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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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일 사이에 양도된 경우, 양수인(transferee)은 해당 입찰을 인수받을 수 없다. 따라

서 계약관은 해당 입찰서를 거절하여야 한다. 단, 양도가 합병, 법률의 적용, 또는 41 

U.S.C. 15나 31 U.S.C. 3727이 금지하지 않은 기타 방법의 결과로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

지 아니한다.

14.404-3 입찰자들에게 모든 입찰서의 거절 사실 통지

모든 입찰서를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계약관은 각 입찰자들에게 모든 입찰

서가 거부되었음을 통지하고 그러한 조치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4.404-4  설명 자료의 공개 제한

입찰자가 입찰서에 설명 자료(2.101에서 정의)를 첨부하였으나, 그 자료를 공개하지 못

하도록 제한을 두었다면, 그 제한으로 인하여 입찰서가 부적합하게 될 수 있다. 자료 공

개를 제한하여, 응찰된 물품의 중요한 특성이나 유형, 또는 수량 ․ 가격 ․ 납품 조건과 

관련된 입찰서의 요소들을 경쟁하는 입찰자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가로막은 경우, 설명 자료 공개의 제한은 해당 입찰서를 부적합하게 만든다. 요청

하지는 않았지만 입찰자가 제출한 설명 자료가 입찰서를 부적합하게 하더라도, 이 조항

을 적용하지는 않는다(14.202-5(e) 참고).

14.404-5“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ne) 조건

입찰요청서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응찰한 물품의 전부나 지정한 그룹에 낙찰이 

되어야만 수락할 것이라고 입찰자가 명시하였다고 할지라도 해당 입찰서는 적합할 수 있

다. 입찰자는 개찰 후에는“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ne)”조건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건은 중요한 것으로 다른 입찰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4.405  입찰서의 경미한 하자(informalities or irregularities) 

경미한 하자는 단지 형식에 관한 문제이지 실질내용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또한 다른 

입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정하거나 면제될 수 있는, 입찰서상의 중요하지 않은 

일부 결함이나, 입찰권유서의 정확한 요건과는 차이가 있는 입찰서가 경미한 하자에 해

당한다. 조달 대상 물품이나 서비스의 총 비용이나 범위와 비교해 볼 때, 입찰서의 결함

이나 차이가 가격 ․ 수량 ․ 납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에, 해당 결함이나 차이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다. 계약관은 정부에 유리하다면 입찰자에게 입찰서상 경미한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결함을 치유할 기회를 주거나, 그 결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경미한 

하자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입찰권유서가 요구한, 서명된 입찰서의 해당 부수만큼 입찰자가 제출하지 않았다.

(b) 입찰자가 본인의 직원 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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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입찰자가 입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에 경우에 한한다. 

(1) 입찰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다른 자료가 서명되어 있지 않은 입찰서를 동반하고 있

다. (예, 입찰보증서(금)이나, 입찰자가 서명한 서신을 입찰 자체를 언급하고 있고 분명

히 확인해주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

(2) 입찰서를 제출한 기업이 타이프로 친 서명 ․ 인쇄된 서명 ․ 날인한 서명을 개찰일 전

에,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거나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와 해당 서명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한다.

(d) 입찰자가 수정된 입찰권유서의 수령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 한한

다.  

(1) 수정 입찰권유서에 다른 물품이 추가되었는데 입찰자가 그 물품에 대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와 같이, 입찰자가 수정된 입찰권유서를 수령하였다는 점이 접수된 입찰서를 

통해 명확히 나타나있다.

(2) 수정된 사항이 단지 형식의 문제이거나 입찰 물품의 가격 ․ 품질 ․ 납품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만을 미친다.

(e) 52.222-22(이전 계약 및 준수 보고서)와  52.222-25(적극적인 평등조치 준수)에 정

해진, 평등한 기회 및 적극적인 조치(Equal Opportunity and Affirmative Action 

Programs)에 대한 입찰자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

14.406  판독하기 어려운 전자입찰서 접수 

전자정보교환방식으로 정부가 접수한 입찰서가 입찰권유서의 중요 요건들을 준수하였는

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판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계약관은 입찰자에게 입찰자가 

다음에 관한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해당 입찰서를 거절할 것

이라고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a) 제출한 입찰서 원본의 내용

(b) 정부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오류나 고장, 기타 정부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찰서

를 판독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되었다는 점

14.407 입찰서상의 착오

14.407-1 일반 

개찰 후, 계약관은 모든 입찰서의 착오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명백한 착오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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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착오가 있다고 계약관이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관은 의심되는 착오를 

지적하면서 입찰자에게 그 입찰서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입찰자가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문제는 이 section 14.407에 따라 처리한다. 이러한 조치는 낙찰 전에 이루

어져야 한다.

14.407-2 분명한 오기

(a) 낙찰 전에 계약관은 입찰서상의 분명한 오기를 정정할 수 있다. 계약관은 우선 입찰

자로부터 입찰서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분명한 오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소수점의 명백한 오기

(2) 명백하게 틀린 할인율(예, 10일 1%, 20일 2%, 30일 5%)

(3) 본선인도조건(F.O.B) 도착지 가격과 본선인도조건(F.O.B.) 출발지 가격을 바꾸어 표

기

(4) 단위 표시의 명백한 착오

(b) 입찰서의 정정은 입찰서 원본에 확인서를 첨부하고 입찰서 사본에 확인서 사본을 첨

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입찰서 위에 바로 정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낙찰 서류에는 

정정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c) 전자정보교환방식으로 제출된 입찰서의 정정은 전자 입찰요청서 파일에 입찰서 원

본, 확인 요청서 그리고 입찰서 확인서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14.407-3 낙찰 전에 발견된 기타 착오

개찰한 후 낙찰을 진행하기 전에 입찰서상의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에 계약 낙찰의 지연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4.407-3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행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입

찰권유서에 부합하게 제출된 입찰서에 한하여 입찰서의 정정을 허락하고, 입찰권유서에 

부합하도록 입찰서를 정정하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다. 이러한 권한은 14.407-2의 권한

에 추가된 것이거나 달리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a) 입찰자가 착오를 정정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하고,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해 착오의 존재와 입찰서가 실제로 의도한 바를 확인한 경우에, 기관의 장은 입찰자가 

해당 착오를 정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단, 이러한 정정으로 인

하여 해당 입찰서가 더 낮은 입찰서(들)를 대체하게 된다면 입찰서를 정정하라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착오의 존재와 입찰서가 실제로 의도한 바가 입찰요청서와 입

찰서 자체로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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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만일—

(1) 입찰자가 입찰서의 정정보다는 철회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2) 착오의 존재와 실제로 의도한 입찰서 모두에 관한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

으며, 

(3) 정정한 입찰서와 정정되지 않은 입찰서 둘 다가 최저 입찰서인 경우에, 기관장은 입

찰서의 철회는 승인하지 않고 정정할 것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c) 이 subsection (a)나 (b)에 따라, (1) 착오에 관한 증거가 착오에 대해서는 명확하

고 설득적이나 실제 의도된 입찰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거나 (2) 증거가 착오가 존재

했다는 점은 확인해 주지만 분명하거나 설득적이지 못한 경우에, 계약관 이상의 공무원

은 기관 절차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입찰자가 입찰서를 철회할 수 있도록 승인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d) 증거가 부실하여 이 section (a), (b)나 (c)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기

관장은 입찰서를 취소하지도 정정하지도 못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 기관장은 14.407-3의 (a), (b), (c), (d)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본인의 기

관 내에 있는 중앙 부서(authority)나 제한된 수의 부서에 재위임권을 배제하여 위임할 

수 있다. 

(f) 각 예정된 결정을 공표하기 전에 관련 기관내의 법률 자문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g) 입찰서의 착오가 의심되거나 제기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착오가 

있었다고 본다는 행정 공무원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1) 계약관은 즉시 입찰자에게 입찰서를 확인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입찰서를 확인하

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는, 확인된 입찰서에 착오가 없다고 계약관이 합리적으로 확신하

기에 또는 착오가 있었다는 입찰자의 진술을 끌어내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계약관이 입

찰서에 착오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점을 입찰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i) 입찰 가격이 다른 입찰 가격이나 정부의 추정치보다 훨씬 낮아 착오의 가능성이 있

다는 점

(ⅱ) 규격의 중요한 특징이나 독특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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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응찰 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이전 구매 때와는 다른 요건의 변화

(iv) 계약관이 입찰서에 착오가 있다고 믿게 만든, 공개하기 적합한 기타 정보

(2) 착오가 의심되었던 입찰서를 확인하면, 계약관은 해당 입찰서를 원래 제출된 대로 

검토하여야 한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입찰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에, 계약

관은 낙찰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입찰자들에게 14.404-1(d)에 따라서 입찰서의 유효기

간을 연장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인의 입찰서에 착오가 있다고 믿는 입찰자가 입찰

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또는 못한)다면, 해당 입찰서를 원래 제출된 대로 고려한

다(그러나 이 section (g)(5)를 참고). 입찰자가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 계약관은 입찰

서의 철회나 수정을 요구하는 서면 요청서를 입찰자에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요청서

는 진술서(가능하면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고, 모든 관련 증거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예

를 들어, 입찰자의 입찰서 파일 사본, 작업표(worksheet) 원본, 입찰서를 작성하면서 사

용한 기타 자료, 하도급계약자의 견적서, 공표된 가격 리스트, 착오의 존재 ․ 착오가 발

생하게 된 방법 ․ 실제 의도한 입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

(3) 입찰자가 제기된 착오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때, 계약관은 동 사안을 다음 

자료와 함께 적절한 부서(이 section (e)를 참고)에 회부하여야 한다. 

(i) 서명된 해당 입찰서 사본 

(ⅱ) 제기된 착오와 관련되어 있는 입찰권유서와 규격서나 도면 사본

(ⅲ) 입찰 개요서나 입찰 기록

(iv) 입찰서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하는 입찰자의 서면 요청서, 서면 진술서 그리고 입증 

자료

(v) 다음 사항을 알려주는 계약관의 서면 진술서

(A)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

(B) 문제가 된 입찰서의 만료일과 제출된 다른 입찰서들의 만료일

(C) 착오가 제기된 경위와 시기를 보여주는 정보

(D) 입찰자가 제출한 증거의 요약

(E) 오로지 하나의 입찰서만이 접수된 경우에는,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장 최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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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격 견적서. 비교 가능한 최근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

해 계약관이 추정한 정당한 가격

(F) 추가적인 관련 증거 

(G) 입찰서를 원래 제출된 형태로 낙찰을 검토할 것인지, 아니면 입찰자가 입찰서를 변

경하거나 철회하도록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

(4) 입찰서의 유효기간 만료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시간이 중요한 경우, 계약관은 동 사

안을 전보나 전화로 적절한 부서에 회부할 수 있다. 계약관이 이 section (a)나 (b)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 보통은, 입찰서의 착오 사안을 전보나 전화로 관련 부서에 회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시된 증거가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일반적으로 실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5) 의심스러운 착오나 제기된 착오를 증명할 증거를 입찰자가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

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관은 해당 입찰서를 제출된 대로 검토하여야 한다. 단, (i) 해당 

입찰서의 금액이 접수된 다른 입찰서의 금액이나, 기관이 추정한 금액 또는 계약관이 합

리적이라고 결정한 금액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거나 (ⅱ) 해당 입찰서를 승낙하는 것은 

그 입찰자나 선의의 다른 입찰자들에게 부당한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정도로 확실한 

오류가 존재한다면 그러지 아니한다. 착오가 의심되거나 착오가 제기된 입찰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취해진 시도와 조치 내용은 충분히 문서화되어야 한다.

(h) 각 기관은 이 subsection 14.407-3에 따라 내린 모든 결정과 관련 사실 그리고 각 

사안에 취해진 조치에 관한 기록들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결정문을 파일에 포

함시켜야 한다. 

(i) 이 subsection 14.407-3의 어떠한 내용도 기관이 사전 결정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

안을 회계감사원장에게 제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14.407-4 낙찰 후 착오

계약자가 낙찰 이후에도 입찰서상의 착오를 발견하지 못하여 정정을 요청하지 못한 경

우, 해당 입찰은 subpart 33.2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a) 계약자의 입찰서에 착오가 있음을 낙찰 후까지 발견하지 못한 때,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 정부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규격의 중요한 요건을 바꾸지 않고서 계약을 변경함

으로써 해당 착오를 정정할 수 있다.

(b) 이 section (a)의 경우나 법에 달리 허용된 경우,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

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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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을 무효로 한다.

(2) 다음을 위해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i) 착오와 관련된 품목을 삭제

(ⅱ) 계약금액이 다음으로 최저(원래의 입찰권유서를 기준으로)인 입찰서의 금액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 금액을 증가

(3) 착오에 관한 증거가 이 section (b)(1)이나 (2)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낙찰된 계약에 어떠한 변경도 하지 않는다.

(c) 입찰서에 착오가 있다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할 때에만 이 

section (b)(1)과 (2)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실하여

야 한다.

(1) 해당 착오가 상호적이다.

(2) 해당 착오가 계약자 일방에 의해 생긴 경우라도, 계약관에게 해당 착오의 가능성을 

통보할 임무를 부과할 정도로 착오가 분명하다.

(d) 각 예정된 결정 내용은 기관 절차에 따라 법률 자문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e) 낙찰 후에 제기되었거나 알려진 착오는 다음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계약자는 계약자에게 서면 진술서와 다음과 같은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제기된 착오

를 입증할 것을 요청한다.

(i) 계약자의 입찰서 파일 사본

(ⅱ) 작업표 원본과 입찰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한 기타 자료

(ⅲ) 하도급계약자의 견적서와 공급자의 견적서

(iv) 공표된 가격 리스트

(v) 해당 착오 ․ 착오가 발생하게 된 방법 ․ 실제 의도한 입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모

든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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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기된 착오에 관한 케이스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i) 제기된 착오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자가 제출한 모든 증거

(ⅱ) 계약자가 서명한, 다음 내용의 진술서

(A)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

(B) 착오가 제기되거나 알려지게 된 경위와 시기

(C) 계약자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된 추가 증거 요약

(D) 한 개의 입찰서만이 접수된 경우에는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장 최근의 계

약가격. 비교할만한 최근의 계약이 없는 때에는,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계약관이 

추정한 정당한 가격.

(E) 선의의 착오였는지 여부와 낙찰 전에 계약관이 착오에 관해 적극적인 통보를 했는

지, 했었어야 했는지 여부에 관한 계약관의 의견 그리고 해당 의견을 내는 이유와 해당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

(F) 증거를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한 착오라고 판단한 착오에 대해 취해진 조치의 진행과

정. 그리고 계약가격 이외의 것을 변경하는 경우, 그에 따라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

게 되는 방식

(G) 계약에 따른 이행현황과 지급현황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이행과 지급

(ⅲ) 서명되어 있는 관련 입찰서 사본

(iv) 제기된 착오와 관련 있는 입찰요청서, 규격서나 도면 사본

(v) 접수 받은 입찰서들에 대한 서면 기록의 개요

(vi) 계약자가 계약서를 정정하거나 백지화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면 요청서. 그리고 제

기된 착오에 관해 계약관과 계약자가 주고받은 모든 관련 서신들

(vⅱ) 계약서 사본과, 관련된 변경지시서나 보완합의서

(f) 각 기관은 계약관련파일에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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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407-4에 따라 결정한 모든 사항

(2) 관련된 사실

(3) 각 경우에 취해진 조치

14.408 낙찰

14.408-1 일반

(a) 계약관은 (1) 서면 통지나 전자 통지로 (2) 입찰서의 유효기간이나 연장한 기간 내

에 (3) 입찰권유서에 부합하고, 가격과 가격관련요소(14.404-1(d) 참고)들 만을 고려할 

때 정부에게 가장 유리한 입찰서를 제출한 이행능력 있는 입찰자에게 낙찰을 하여야 한

다. 필요한 모든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낙찰이 14.103-2에 부합하게 될 때까지는 

낙찰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b) 3개 미만의 입찰서를 접수받은 경우, 계약관은 응찰자의 수가 적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입찰서의 수가 적더라도 낙찰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계약관은 응찰 품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목을 향후에 조달할 때에는 경쟁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입찰요청서에 관한 기록에 해당 조치사항을 포함시

켜야 한다.

(c)(1) 적절하게 작성된 낙찰서류를 낙찰 받은 입찰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다른 방

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낙찰 통지서를 발행한 후, 가능하면 조기에 공식적인 낙찰을 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입찰권유서에서 둘 이상의 낙찰이 이루어진 때에는, 개별의 낙찰 서류들을 

적절하게 번호를 매겨 작성하여야 한다.

(4) 해당 입찰자에게 낙찰될 수 있는 모든 품목들 보다 적은 수의 품목을 입찰자에게 낙

찰하고 나머지 품목은 다음 낙찰로 보류가 된 때에, 정부는 입찰서 유효기간 내에 남은 

품목들에 관한 후속 낙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낙찰서류에 기술하여야 한다.

(5) 입찰권유서의 모든 규정과 입찰자가 입찰서에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항들은 낙찰서류

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명시적으로 또는 참조 형식으로)되어야 한다. 낙찰은 입찰서

의 수락이며, 입찰서와 낙찰은 하나의 계약을 구성한다.

(d)(1) 표준서식 33호(입찰요청서, 입찰, 그리고 낙찰)나 표준서식 1447호(입찰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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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53.214 참고)에서 낙찰 부분을 사용한다.

(2) 표준서식 33호, 26호, 1447호의 낙찰 부분을 사용하더라도 낙찰을 통지하기 위해 전

보나 전자적 송신과 같은 비공식적인 서류도 사용할 수 있다.

14.408-2 이행능력 있는 입찰자-가격의 합리성

(a) 계약을 낙찰시키기 전에 계약관은 계약체결예정자가 이행능력(subpart 9.1)이 있으

며, 그가 제시한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여야 한다. 15.404-1(b)에 있는 가격분

석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각각의 사안에서 모든 우세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결정이 내

려져야 한다. 하나의 입찰서만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 가격 분석을 할 때, 입찰서들의 가격이 현저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고

려하여야 한다(15.404-1(g)).

14.408-3 신속한 지급에 대한 할인

(a) 정부가 신속하게 지급을 하는 때에 입찰자가 할인을 해주겠다고 한 것은 입찰서 평

가 시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입찰자가 지정한 할인기간 내에 정부가 지급을 한 경

우에, 제시된 할인은 낙찰의 일부를 이루게 되고, 지급 부서가 할인을 받게 된다. 입찰

과 관련해 할인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입찰자들은 개별 송장별로 할인하겠다고 제시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

(b) 52.232-8(신속한 지급에 대한 할인)에 있는 계약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32.111(b)(1)을 참고

14.408-4 경제적 가격조정(economic price adjustment)

(a) 입찰자가 경제적 가격조정을 제안한 경우

(1) 입찰요청서에는 경제적 가격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입찰자가 한도

(ceiling)가 있는, 경제적 가격조정을 제안한 경우에, 견적된 기본가격에 최대한으로 경

제적 가격조정을 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입찰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2) 경제적 가격조정을 제안한 입찰서가 낙찰하기에 적격인 경우, 계약관은 승인된 경제

적 가격조정 조항(16.203 참고)을 입찰자가 제안한 것과 동일한 한도로, 낙찰에 포함시

키는 것에 해당 입찰자가 동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당 입찰자가 승인된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 제출한 입찰서를 기준으로 하여 낙찰을 할 수 있다.

(3) 한도가 없이 경제적 가격조정을 제안한 입찰서는 거절되어야 한다. 단, 확실한 평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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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부가 경제적 가격조정을 제안한 경우

(1) 입찰요청서에 경제적 가격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떠한 입찰자도 이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가격조정을 하지 않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입찰자가 입찰요청서에 정한 경제적 가격조정의 최대 비율을 증가시키거나 하향 조

정에 한계를 둔 때에, 해당 입찰서는 부적합하므로 거절되어야 한다.

(3) 입찰서에 경제적 가격조정이 삭제된 때에, 해당 입찰서는 부적합하므로 거절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로인하여 하향 조정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4) 입찰자가 입찰요청서에 정한 경제적 가격조정의 최대 비율을 감소시킨 경우, 정해진 

최대한도를 감소시키지 않은 입찰서에 적용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기본 가격

(base price)으로 해당 입찰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가 후에, 최대한도를 낮춘 

입찰자가 낙찰 받을 상황에서는, 해당 낙찰에 입찰자가 제시한 낮은 한도를 반영해야 한

다.

14.408-5 [유보]

14.408-6 동일하게 낮은 입찰서

(a) 둘 이상의 낮은 입찰서가 모든 점에서 동일한 때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약

을 낙찰하여야 한다.

(1) 노동력과잉 지역에 소재하는 소기업

(2) 기타 소기업

(3) 기타 기업

(b) 이 section (a)를 적용한 후에도 여전히 둘 이상의 입찰자가 동일하다면, 해당 입찰

자들로 제한한 추첨을 통해서 낙찰을 한다. 시간이 된다면, 관련된 입찰자들에게 추첨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추첨에는 적어도 3인이 증인으로 참석하고 계약관

련파일에 증인과 추첨을 감독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시킨다.

(c) 14.408-6의 우선순위에 따라 낙찰을 한 때에, 입찰서들의 동일한 조건을 무너뜨리거

나 추첨을 통해 입찰서를 선택하는데 사용한 우선순위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대로 계약자

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이 이행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서면 합의서를 계약서에 포함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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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8-7 낙찰 서류

(a) 계약관은 낙찰 서류를 14.103-2에 따라 계약관련파일에 첨부하여야 한다.

(b) 낙찰 서류에는 수락한 입찰서가 접수 받은 최저가의 입찰서였다는 점을 기술하거나, 

해당 낙찰이 정당화될 수 있는 다른 입찰서들과 그것들을 거절한 사유를 아주 자세하게 

열거한다. 

(c) 동일하게 저가인 입찰서가 접수된 후에 낙찰을 한 때에는, 동일함을 깨뜨린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낙찰 서류에 기술하여야 한다.

14.408-8 낙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protests)

(subpart 33.1, 이의제기 부분을 참고)

14.409 입찰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14.409-1 일반 계약의 낙찰

(a)(1) 계약관은 최소한 다음을 하여야 한다(subpart 9.4에 있는 제한사항의 대상).

(i) 낙찰 후 3일 이내에, 낙찰 받지 못한 입찰자들에게 낙찰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서면

이나 전자적으로 통지.“일(day)"은 통지의 목적에 비추어 역일(calendar day)을 말한

다. 해당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까지 경과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ⅱ) 낙찰 받지 못한 입찰자들에게 입찰서를 제출하여 관심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인

사를 한다.

(ⅲ) 저가 입찰자가 아닌 입찰자에게 낙찰이 된 경우, 낙찰 받지 못한 저가 입찰자들에

게 저가 입찰서를 거절한 사유를 통지에 기술한다.

(2)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의 적용을 받는 조달인 

경우(25.408(a)(5) 참고), WTO GPA나 FTA 가입국의 낙찰 받지 못한 입찰자들에게 보내는 

통지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i) 낙찰 받은 입찰서의 금액(달러)

(ⅱ) 낙찰자의 이름과 주소

(b) 낙찰 받지 못한 입찰자가 이 subsection (a)(2)에 있는 정보를 요청할 시에 이를 제

공하여야 한다. 단, 다수공급자낙찰을 한 때와 낙찰 받은 입찰서에 대한 정보 제공이 계

약부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은 업무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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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상황에서는 입찰 개요서가 있는 위치만을 알려준다.

(c) 입찰자도 입찰자의 대리인도 아닌 문의자가 일반 일반권유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때, 계약관은 낙찰 받은 입찰자의 이름과 (요청한다면) 낙찰가를 알려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으로 인해 계약부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

을 줄 정도로 많은 업무를 하는 때에는 문의자에게 입찰 개요서 사본을 볼 수 있는 곳을 

알려준다.

(d) 기록에 대한 요청은 subpart 24.2를 이행하는 기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14.409-2 기밀 계약의 낙찰

14.409-1에 정한 사항에 더하여, 입찰요청과 관련하여 기밀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기밀 

정보가 생성된 경우, 계약관은 낙찰 받지 못한 입찰자들과 입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

관 절차에 따라서 해당 정보를 처분 조치하라고 하여야 한다. 낙찰 받지 못한 입찰자들

이 요청할 때에만 낙찰 받은 입찰자의 이름과 계약가격을 제공할 것이다. 전화로 기밀 

낙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Subpart 14.5—2단계 봉함입찰

14.501 일반 

2단계 봉함입찰은 적절한 규격을 찾을 수 없을 때 봉함입찰의 장점을 취하기 위하여 만

들어진 경쟁 절차들을 조합한 것이다. 2단계 봉함입찰의 목적은, 충분히 설명적이고 부

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며 적절한 기술 자료가 포함된 정부 요건 기술서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 전통적 봉함입찰을 통해 후속 조달을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기술제안

서(technical proposals)가 필요한 조달, 특히 복잡한 물품의 조달에 매우 유용하다. 2

단계 봉함입찰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a) 1단계는 기술제안서에 대한 제출 요청, 기술제안서의 제출 ․ 평가 ․ 협의(필요시)로 

이루어진다. 가격 책정은 수반되지 않는다. 1단계는 제안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락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맥에서 사용된“기술”이라는 단어는 광범위한 

함의를 가지며, 무엇보다도 공학적 접근, 특별 제조 과정, 그리고 특수한 테스트 기법이 

포함된다. 1단계는 기술적 요건과 관련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단계이다. 기술적 요건

에 대한 적합 여부는 이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9.1에 정의된 이행능력에 대한 적

합 여부는 해결할 수 없다.. 

(b) 2단계는 1단계에서 적합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들이 봉함된 가격입찰서를 제

출하는 단계이다. 2단계에서는 제출된 입찰서를 평가하고, subpart 14.3과 14.4에 따라 

낙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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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2  사용할 수 있는 조건

(a) 다른 요소들로 인하여 봉함입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의 모든 조

건들이 존재하는 때에 협상에 우선하여 2단계 봉함입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이용 가능한 규격서나 구매 설명서가 확정적이거나 완전하지 않으며, 또는 너무 제

한적이어서 해당 조달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기술적 평가와 협의 없이는 각 공급원과 정

부 간의 상호 이해를 보장할 수 없다.

(2) 기술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는 확정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3) 둘 이상의 기술적으로 자격을 갖춘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2단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5) 확정정액계약이나,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계약을 사용할 것이다.

(b) 다음 사항은 2단계 봉함입찰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1) 장기계속계약 체결(Multi-year contracting)

(2) 낙찰자에게 제공되는 정부 재산

(3) 소기업에게 해당 조달을 모두 할당(set-aside) (19.502-2 참고). 

(4) 소규모 약자기업을 위해 가격평가 조정방식을 사용 (subpart 19.11 참고).

(5) 역사적 저개발사업지역(HUBZone)의 소기업에게 조달을 할당하거나 가격평가에서 우

대 (subpart 19.13 참고).

(6) 소규모 상이용사기업에게 조달을 할당 (subpart 19.14 참고). 

(7) 성능 규격에 따른 최초 생산량이나 후속 생산량을 조달

14.503 절차

14.503-1 1단계 

(a) 기술제안 요청서는 5장(Part 5)에 따라 요약 공고되어야 한다. 요청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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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구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

(2) 2단계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

(3) 기술제안서의 요건

(4) 모든 요소와 중요한 하부 요소들이 포함된 평가 기준

(5) 기술제안서에는 가격이나 가격책정 정보를 포함하지 말라는 점

(6) 제안서의 접수마감 일자나 일시 (14.201-6(r) 참고). 

(7) 다음의 진술

(i) 2단계에서는, 처음부터 수락하기로 결정하거나 협의 결과로써 수락하기로 결정한 기

술제안서를 바탕으로 한 입찰서만을 낙찰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다.

(ⅱ) 2단계에서 각각의 입찰서는 입찰자 자신의 기술제안서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8) 다음의 진술

(i) 제안자는 추가적인 설명이나 정보 없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정부는 제출된 제안서만을 기준으로 하여 제안서의 수락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

다.

(ⅲ) 정부는 제안자들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지 않고 2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제안서의 제안자들에게는 추가 정

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제안자들과 제안서를 협의할 수 있다.  

(9)제안서 평가를 완료하여 수락 불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해당 제안자에게 수락 불

가 통보가 갈 것이라는 언급.

(10) 제안자는 하나의 기술제안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거나 다수의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언급. 규격서에 여러 가지 기술적 접근이 허용된 경우에는, 다수의 제안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부에게 유리하다. 다수 제안서가 인정되는 때에는 

14.201-6(s)를 참고한다. 

(b) 납품 요건이나 이행 요건에 관한 정보는 입찰자가 제안서를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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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요청서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요청서에 해당 정보는 정부

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납품 요건이나 이행 요건은 2단계에서 발행되는 

입찰권유서에 포함될 것이라는 점을 기술하여야 한다.

(c) 기술제안서를 접수할 때, 계약관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권한이 없는 자에게 제안서가 공개되지 않도록 제안서를 보호

(2) 15.609에 따라서 (사용과 공개를 제한한다고) 표시된 자료는 15.609에 정한 바대로 

접수하고 처리

(3) 가격이나 비용에 관해 언급한 부분을 제거

(d) 계약관은 기술제안서의 평가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은 관련된 제안서들의 

복잡성과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평가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1) 평가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9.1(제안서)에 

정의되어 있는 계약이행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평가 결과 제안서는 다음으로 분류되어

야 한다.

(i) 수락할 수 있음.

(ⅱ) 수락할 수 있는 합당한 여지가 있음.

(ⅲ) 수락할 수 없음.

(2) 기술제안 요청서의 중요 요건이나 규격을 변경하였거나 기술제안 요청서의 중요 요

건이나 규격에 부합하지 않은 제안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락할 수 없는 것으

로 분류되어야 한다.

(f)(1) 2단계에서 적절한 가격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제안서들이 충분히 있고, 제안

서를 추가로 접수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며, 추가로 접수하여 경쟁을 늘린다

고 해도 그것이 정부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 계약관은 2단계로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관은 수락할 수 있는 제안서를 작성한 입찰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제안서를 설명하거나 보강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부

서는 제안서에 있는 결함의 본질이나 요청한 추가 자료의 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

관은 이를 위해서 협의를 할 수도 있다. 제출자가 아닌 자와는 제안서를 협의할 수 없

다.



- 260 -

(2) 추가 정보를 요청하기 시작할 때, 계약관은 입찰자들이 협의를 종결할 수 있는, 모

든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안서의 일부로 통합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계약관의 재량으로 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관이 정한 최

종 시간 내에 제안서의 일부로 통합된 추가 자료가 해당 제안서를 수락할 수 있는 것으

로 만든 경우에, 그 제안서는 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

면,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g) 기술제안서를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 계약관은 즉시 해당 제안자에게 

결정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제안서의 수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 요청이 있는 때, 계약관은 낙찰 받지 못한 제안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15.505와 15.506 참고).

(h) 지체된 기술제안서는 15.208(b), (c), (f)의 적용을 받는다.

(i) 2단계 봉함입찰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관은 해당 사실과, 2단계 봉함입찰

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관한 진술을 계약관련파일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안자들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단계를 진행한 결과, 수락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가 없

거나 단지 한 개의 제안서만이 수락할 수 있는 제안서인 때에는, 해당 조달은 협상에 의

해 지속될 수 있다.

14.503-2 2단계

(a) 봉함입찰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음은 예외로 한다.

(1) 1단계에서 수락 가능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에게만 입찰권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14.201-6(t)의 규정을 입찰권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입찰권유서에 입찰자가 규격서 및 입찰자의 기술제안서를 따라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입찰권유서가 범정부공고처(GPE)를 통해 요약 공고되지도, 공개적으로 게시되지도 

않아야 한다.(5.101(a) 참고) 

(b) 장래의 하도급계약자들을 위하여, 1단계에서 수락할 수 있는 제안서를 제출했던 기

업들의 명단 리스트를 GPE에 올릴 것이다(5.2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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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협상에 의한 계약(Contracting by Negotiation)

15.000  범위

이 장에서는 경쟁적인 협상 조달과 비경쟁적인 협상 조달을 규율하는 정책과 절차를 규

정한다. 봉함입찰 절차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여 낙찰하는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14.101 참고). 

15.001  정의

이 장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결함”이란 제안서가 정부 요건에 중대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나 제안서상에 수락

이 어려울 정도로 계약을 불이행할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들이 많은 것을 말한다.

“제안서 변경”이란 입찰권유서 마감일시 전에 제안서를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낙찰 

전 어느 때라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안서 개정”이란 협상의 결과로써, 계약관의 요청이나 승인에 따라 입찰요청 마감일 

이후에 제안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취약점”이란 계약 불이행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제안서상의 결점을 말한다. 제안서상

의“중대한 취약점”이란 계약 불이행의 위험을 현저하게 증대시키는 결점을 말한다.

15.002  협상 조달(negotiated acquisition)의 유형

(a) 단일 공급원 조달. 단일 공급원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상황일 때에는, 불필요한 

정보와 요건을 없애기 위하여 제안요청서(RFP)를 조정하여야 한다. 예, 평가기준과 방대

한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b) 경쟁 조달. 경쟁적인 환경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 장의 절차들은 정부에게 

최상의 가치인 제안서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자들의 제안서를 공정하고 포괄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를 유지하면서도, 입찰요청·평가·공급원 선정 결정의 복잡성

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2.101 참고).

Subpart 15.1—공급원 선정 절차와 기법 

15.100 범위 

이 절은 특정한 조달 상황에 적합한 경쟁적 조달 전략을 마련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몇

몇 조달 절차와 기법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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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 최상의 가치

기관은 한 공급원을 선정하거나 여러 공급원을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협상에 의

한 조달에서 최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조달 방식에 따라서 가격이나 비용에 대한 상

대적인 중요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요건이 분명하게 정해져있고 계약을 불이행할 가

능성이 적은 조달에서는, 공급원을 선정함에 있어 가격이나 비용이 중요할 수 있다. 요

건이 불분명하거나, 더 향상된 과업을 요구하거나, 이행 위험이 높은 조달에서는 공급원

을 선정함에 있어 기술이나 과거 이행에 대해 더 많은 고려를 할 수 있다.

15.101-1 요소들 간의 가치교환(tradeoff)

(a) 요소들 간의 가치교환은, 최저가 제안자 이외의 자 또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제안자 이외의 자에게 낙찰을 고려하는 것이 정부에게 최상의 이익이 될 

때에 적절하다. 

(b) 교환 절차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 계약 낙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평가요소와 중요한 하부요소, 그리고 이 요소들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입찰요청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2) 가격(비용)이 아닌 다른 모든 평가요소들이 결합되었을 때, 그것들이 가격(비용)보

다 상당히 중요한 것인지, 대체로 동등한 것인지 또는 상당히 덜 중요한 것인지의 여부

를 입찰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c) 이 절차는 가격(비용)과 비가격(비용) 요소들 간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정부가 

최저가 제안이 아닌 제안을 수락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가의 제안이라도 이익이 될 것으

로 파악이 된다면 비용을 증가시킬 만하다. 교환의 근거는 15.406에 따라서 파일에 첨부

되어야 한다.

15.101-2 최저가이며 기술적으로 적합한 공급원의 선정 절차

(a) 최저로 평가된 가격이며 기술적으로도 적합한 제안을 선정한 결과로 최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사용하기가 적합하다.

(b) 최저가이며 기술적으로 적합한 공급원 선정 절차를 사용할 때에, 다음 사항이 적용

된다.  

(1)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요소와 중요한 하부요소들을 입찰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격요소에 대한 적합성 기준에 부합하거나 초과하는 제안서의 최저가로 

평가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낙찰할 것이라는 점을 입찰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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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 15.304(c)(3)(ⅲ)에 따라 파일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최저가이며 기술적으로 적

합한 공급원을 선정함에 있어 과거 이행실적을 평가 요소로 삼을 필요가 없다. 계약관이 

과거 이행실적을 평가요소로 고려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이행실적은 15.305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15.305(a)(2)(i)에 있는 비교 평가는 하지 않는다. 계약

관이 소기업의 과거 이행실적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Subpart 

19.6과 15 U.S.C. 637(b)(7))의 절차에 따라 계약이행능력(Competency)을 확인하기 위해 

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 해당 사안을 조회해야 한다. 

(2) 평가요소들 간의 교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이지, 비가격(비용) 요소를 사용하

여 순위를 매기지는 않는다.

(4) 의견교환은 가능하다(15.306 참고). 

15.102  구두 발표

(a)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안자의 구두 발표는 서면정보를 대체하거나 서면

정보를 보강할 수 있다. 제안서를 대체하기 위해 구두 발표를 하는 것은 공급원 선정 절

차를 간소화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구두 발표는 조달 과정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으

며, 시간(15.208 참고)과 내용(15.306 참고)에 관해서 서면정보와 동일한 제한을 받는

다. 구두 발표는 당사자들 사이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시간 상호적 

대화가 없는, 사전에 비디오테이프로 녹화된 발표는 비디오테이프가 제안자의 제출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section의 목적에 맞는 발표가 아니다. 

(b) 입찰요청서는 각각의 제안자에게 구두 발표를 통하여 제안서의 일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자정보와인증서(representation and certifications)는 

52.204-8(d)이나 52.212-3(b)의 규정이 요구하는 대로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명된 

제안서(정부의 조건에 대한 예외사항 포함)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c) 구두 발표할 정보로는 제안자의 능력, 과거 이행실적, 업무 계획이나 접근법, 인력

자원, 전환 계획, 또는 표본 과업(이나 다른 종류의 테스트)과 같은 분야에 관련된 정보

가 적합할 수 있다. 구두 발표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한다.

(1) 정보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

(2) 이후에 계약서에 정보를 포함시킬 필요성



- 264 -

(3) 조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소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비용 포함). 구두 발표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할 때에, 

계약관은 현장 구두 발표를 대체할 수 있는 방식도 고려하여야 한다(예, 원격회의, 비디

오 원격회의).

(d) 구두 발표를 요청할 때, 제안자들이 구두 발표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입찰요

청서는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입찰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할 수 있

다.

(1) 구두로 발표되어야 할 정보의 종류와 사용될 관련 평가요소 

(2) 구두 발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3) 구두 발표를 보충하는 서면 자료나 다른 수단의 사용 요건, 그리고 제한 및/또는 금

지

(4) 구두 발표 장소와 일시

(5) 각 구두 발표에 허용된 제한 시간

(6) 구두 발표 중에 협의(discussion)가 허용되는지 여부(15.306(d) 참고)와 구두 발표

의 일부로 정부측 참가자와 제안자의 대표자간에 의견 교환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

(e) 공급원 선정 결정을 할 때에 정부가 신뢰했던 자료를 기록하기 위해 구두 발표에 대

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의 방법과 상세한 수준(예, 비디오테이프 녹화, 오디오 

테이프 녹음, 서면 기록, 정부 문서, 제안자의 브리핑 슬라이드 사본이나 발표 노트)은 

공급원 선정 권한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파일에 있는 기록 사본을 제안자에게 제

공할 수 있다.

(f) 양 당사자가 중요한 조건으로 계약서에 포함하려는 정보가 구두 발표 내용에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는 서면으로 작성한다. 구두 진술로 언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g) 구두 발표를 하는 동안 정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정부는 15.306과 15.307를  

따라야 한다. 

Subpart 15.2—입찰요청과 제안서와 정보 접수

15.200  범위 



- 265 -

이 subpart는 다음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규정한다. 

(a) 제안서를 접수하기 전 산업계와의 의견교환

(b) 제안요청서(RFPs)와 정보요청서(RFIs)의 작성과 발행

(c) 제안서와 정보의 접수

15.201  제안서 접수 전 산업계와의 의견교환

(a) 최초로 요건을 확인하고 제안서를 접수할 때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도록 한다. 정보를 교환할 때에는 조달의 완전성(integrity) 요건

에 일치하여야 한다(3.104 참고). 잠재 제안자, 최종 사용자, 정부조달 인력과 지원 인

력, 그리고 조달의 수행이나 결과에 관련된 자들이 이해관계 당사자에 해당된다. 

(b) 정보를 교환하는 목적은 정부 요건과 산업계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서, 잠

재적 제안자들이 정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나 어떻게 요건을 충족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품질 좋은 물품과 서비스(건설 

포함)를 조달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과 제안요청서 작성·제안서 평가·협상·계약 낙찰

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c) 기관들은 장래의 조달에 대해서 초기부터 정보를 교환하도록 한다. 산업계·사업 관

리자·계약관·조달과정에 참여하는 자들 사이에 초기에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예정된 

계약의 형태·조건·조달계획 일정을 포함한 조달 전력과, 이행 요건·과업기술서·자료 

요건을 포함한 요건들의 타당성, 그리고 제안서의 유의사항의 적합성과 과거 이행실적의 

평가 방식을 포함한 평가기준, 참고문서의 사용가능성과 관련한 걱정거리와 업계의 기타 

의문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초기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업계나 소기업과의 회의

(2) 공청회

(3) 10장에 명시되어 있는, 시장 조사

(4) 잠재적 제안자들과의 1:1 회의 (계약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조건과 상당히 관련

이 있는 회의에는 계약관도 들어가야 한다. 정보 공개에 관한 제한사항에 관해서는 이 

section (f)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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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요청 전 통지

(6) 제안요청서(RFPs) 초안 

(7) 정보요청서(RFIs)

(8) 입찰요청 전 회의나 제안 전 회의

(9) 현장 방문

(d) 정부의 요건을 공표하거나 업계로부터 정보를 요청하기 위하여 5.205(c)에 있는 조

달 사안에 관한 특별 통지, 또는 전자적 통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e) 정보요청서(RFIs)는, 정부가 현재에는 계약을 낙찰할 의도는 없지만 조달계획을 수

립할 목적으로 가격·납품·기타 시장정보를 얻거나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

다. 정보요청에 대한 회신은 입찰 제안이 아니므로 정부는 이 회신을 구속력 있는 계약

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정보요청서(RFIs)에 대해서는 정해진 양식

이 없다. 

(f) 기관의 수요와 장래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정보는 어느 때라도 공개될 수 있다. 입찰

요청서를 공개한 이후에는, 계약관이 잠재적 제안자와의 의견교환의 중심이 되어야 한

다. 예정된 조달에 관한 것으로 제안서 준비에 필요한 특정 정보가 1명 이상의 잠재적 

제안자에게 공개된 경우, 불공평한 경쟁 우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그 정보가 일반적으로 공개되기 이전에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요청에 따라 

잠재적 제안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그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그 잠재적 제안자의 

기밀사업전략이 노출된다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3.104나 subpart 24.2에 따라 보

호하여야 한다. 입찰요청 전 회의나 제안 전 회의를 할 때에는, 회의에서 배포된 자료는 

모든 잠재적 제안자에게 요청이 있을 때 제공하여야 한다.

15.202  여러 단계의 자문 과정(Advisory multi-step process) 

(a) 기관은 조달의 범위나 목적을 일반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잠재적 입찰자(제안자)

들에게 그들이 경쟁상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정부가 조언해 줄 수 있는 정보

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입찰요청 전 공지(presolicitation notice)를 공표할 수 있다. 

입찰요청 전 공지는 제출해야할 정보와 최초 평가에 사용할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요청된 정보는 규격서와 기타 관련 정보(예, 예정된 기술적 컨셉, 과거 이행실적, 

제한된 가격책정 정보)에 한정될 수 있다. 입찰요청 전 공지에는 최소한, 잠재적 제안자

들이 조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안자가 공

고에 대한 회신과 조달의 1단계에 대한 회신으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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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에서는 이 절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b) 기관은 공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모든 회신을 평가하여야 하고, 각 응답자들에게 

조달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을 것이라거나, 제출한 정보를 볼 때 성공적인 경쟁자가 되

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조언해 주어야 한다. 기관은 성공적인 경쟁자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응답자에게는 그 의견의 근거에 대하여 조언해 주어야 한다. 기관은 

모든 응답자들에게 회신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조달에 참여할 수 있음

을 알려야 한다.

15.203  제안요청서(Requests for proposals) 

(a) 제안요청서(RFPs)는 협상에 의한 조달에서 계약예정자들에게 정부의 요건을 전달하

고 제안서를 요청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경쟁적인 조달이 되기 위해서 제안요청서(RFPs)

는 최소한 다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요건

(2) 계약에 적용할 예상되는 계약조건

(i) 입찰요청서는 제안자들에게 계약품목번호(CLIN) 체계를 포함해 대안적인 조건을 제

안하도록 할 수 있다.

(ⅱ) 다른 계약품목번호 체계를 허용할 때에는, 다른 조건이나 요건(예, 이행지나 지급 

요건, 자금제공 요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15.206 참고).

(3) 제안자의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4) 제안서를 평가하는데 사용할 평가요소와 중요한 하부평가요소, 그리고 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

(b) 제안요청서(RFP)는 예산관리국(OMB) 회람 A-76 검토를 위하여 발행될 수 있다. 정부 

이행과 계약자 이행간의 가격비교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subpart 7.3을 참고

한다. 

(c) 제안요청서(RFP)를 발행하고 제안서, 변경한 제안서, 개정한 제안서를 접수하는데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안요청서(RFP)에는 제안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4.5절 참고)

(d) 계약관은 팩스로 제안요청서(RFP)를 발행하고/하거나 제안서, 변경한 제안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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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다. 

(1) 팩스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계약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 

(i) 예상되는 제안서 크기와 양

(ⅱ) 요건의 긴급성

(ⅲ) 전자상거래 방식의 이용가능성과 적합성

(ⅳ) 팩스 제안서를 접수 ․ 확인 ․ 기록 ․ 보호하고, 적시에 지정된 장소로 전달하도록 보

장하는 행정적 절차와 관리의 적절성

(2) 팩스 제안서가 허용된 경우, 계약관은 제안자(들)에게 이후에 완전하고 서명된 원본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 단일 공급원으로 조달하는 상황과 기타 적절한 상황에서는 서신 제안요청서를 사용

할 수 있다. 서신 제안요청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관은 연방조달규정(FAR)의 다른 요건

들을 따라야한다. 서신 제안요청서는 가능한 한 완전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한다.

(1) 제안요청서(RFP) 번호와 일자

(2) 계약관의 성명, 주소(적절한 경우, 전자 주소와 팩스 주소 포함)와 전화번호

(3) 체결하려고 하는 계약의 형태 

(4) 물품의 수량, 설명과 요구된 납품일

(5) 적용 가능한 제안자정보 인증서 

(6) 예상되는 계약조건

(7) 제안자에 대한 유의사항과 단일 공급원 조치 이외의 평가기준

 

(8) 제안서 마감일시

(9) 기타 관련 정보: 예, 인센티브, 납품일정의 변화, 가격제안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

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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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서면 입찰요청서를 진행하는 것이 물품이나 서비스의 조달을 지연시켜 정부에 해가 

되고, 5.202에 따른 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예, 변질되기 쉬운 물품 및 긴급운영 지

원 또는 기타 비상상황)에는, 구두의 제안요청서(RFPs)가 허용된다. 구두의 제안요청서

(RFPs)를 사용하더라도 계약관은 연방조달규정(FAR)의 다른 요건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구두 입찰요청을 확인하는 계약관련파일에는 다음사항을 포함시킨다. 

(i) 요건에 대한 설명

(ⅱ) 구두 입찰요청서를 사용한 근거 

(ⅲ) 구두로 입찰요청 받은 공급원에 관한 정보로, 일시, 연락자 성명과 제안가격 포함

(ⅳ) 제안예정자들에게 제공된 입찰요청서 번호

(2) 잠재적 제안자들에게 구두 입찰요청서로 제공하는 정보에는 이 section (e)에 있는 

적절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5.204  계약서 포맷

계약서 포맷을 활용하면 입찰요청서와 계약서를 용이하게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안자와 계약자, 계약 관리자들이 해당 서류들을 용이하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다. 

다음 계약에는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

(a) 건설계약과 건축가-엔지니어(architect-engineer)계약 (36장 참고)

(b) 생필품 계약(Subsistence contracts) 

(c) 표준 계약서 포맷과는 다른 특수한 계약서 포맷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계약

(d) 서신 제안요청서 (15.203(e) 참고)

(e) 기관장이나 지명 받은 자가 계약서 포맷 사용을 면제한 계약

15.204-1  표준 계약서 포맷 

(a) 계약관은 이 subsection에서의 표 15-1의 표준 계약서 포맷을 사용하여 입찰요청서

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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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제목

Part Ⅰ- Schedule

A 입찰요청서/계약서 서식 

B 물품이나 서비스 및 가격 

C 설명서/규격서/과업기술서

D 포장과 마킹

E 검사와 인수

F 납품 또는 이행 

G 계약 관리 정보

H 특수 계약 요건

Part Ⅱ - 계약서 조항

I 계약서 조항 

Part Ⅲ - 문서, 별표(exhibits) 및 기타 첨부물 리스트

J 첨부물 리스트

Part Ⅳ - 입찰자정보 및 유의사항

K 입찰자나 회신자에 관한 정보, 인증, 기타 진술

L 입찰자나 회신자에게 알리는 유의사항, 조건 및 공지사항

M 낙찰 평가요소

(b) 표준 계약서 포맷을 사용하는 입찰요청서에는 Part I, II, III, IV가 포함되어야 한

다(15.204-2~15.204-5를 참고). 낙찰시, 계약관은 계약서에 Part Ⅳ를 포함시키지 않고, 

계약관련파일에 포함시켜야 한다(4.1201(c) 참고). Section K는 계약서에 참고 형식으로 

들어가야 한다.

Table 15-1—표준 계약서 포맷

15.204-2  Part I—Schedule

계약관은 다음과 같이 계약 Schedule을 준비하여야 한다. 

(a) Section A(입찰요청서/계약서 서식)

(1) 제안요청서(RFPs)를 준비하는데 임의서식 308호(입찰요청서와 입찰서-협상에 의한 

조달)나 표준서식 33호(입찰요청서, 입찰서와 낙찰)를 사용할 수 있다.

(2) 임의서식 308호나 표준서식 33호 이외의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찰요청서의 

첫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i) 제안서나 정보를 제출할 곳으로써, 발행 기관의 이름, 주소, 위치(사무실과 건물 포

함)

(ⅱ) 입찰요청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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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발행 일자

(ⅳ) 마감 일시

(v) 페이지 수 

(vi) 구매기관

(vⅱ)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

(vⅲ) 입찰자가 자신의 성명과, 우편번호·주·군(county)·시(city)·도로(street)명, 

전자 주소(팩스 주소 포함)를 포함한 주소를 표시하는 요건

(ix) 입찰서 만료일

(b) Section B(물품이나 서비스 및 가격/비용).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다. 예, 물품 번호, 국가재고번호(national stock number)/부품번호, 명칭과 수량

(매뉴얼과 보고서 같은 부수적인 결과물 포함)

(c) Section C(설명서/규격서/과업기술서). Section B의 내용에 추가하여 필요한 설명서

나 규격서를 포함한다(11장을 참고).

(d) Section D(포장과 마킹). 포장·보존·마킹 요건을 명시한다.

(e) Section E(검사와 인수). 검사·인수·품질보증·신뢰성에 관한 요건을 담는다. (46

장 품질보증 참고)

(f) Section F(납품이나 이행). 납품이나 이행을 할 시간·장소·방법을 명시한다. 

(subpart 11.4(납품 또는 이행일정) 참고)

(g) Section G(계약 관리 정보). 필요한 회계 자료와 지출 자료 그리고 입찰요청서 상의 

정보 외에 필요한 계약 관리 정보나 유의사항. 지급받을 주소가 입찰자의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에 지급받을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다.

(h) Section H(특수 계약 요건). 표준적인 계약서 포맷의 Section I(계약서 조항)이나 

기타 section에서 포함되지 않은 특수 계약요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한다.

15.204-3 Part Ⅱ—계약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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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계약서 조항). 표준적인 계약서 포맷에서 어느 section에도 포함되지 않는 조

항이지만, 법률이나 FAR에 따라 필요한 조항들이나, 계약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

항들을 이 section에 포함시킨다. 이 section의 포맷이 특히 복잡한 경우에는 목차를 삽

입할 수 있다.

15.204-4 Part Ⅲ—문서, 별표(exhibits) 및 기타 첨부물 리스트

Section J(첨부물 리스트). 계약관은 각각의 첨부문서, 별표와 기타 첨부물의 제목, 일

자와 페이지 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 다른 section 자료에 대한 상호 참조

를 삽입할 수 있다. 

15.204-5 Part IV—입찰자정보 및 유의사항

계약관은 다음과 같이 입찰자정보 및 유의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a) Section K(입찰자나 회신자에 관한 정보, 인증, 기타 진술). 이 section에는 입찰자

에 관한 정보, 인증을 요구하거나 기타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입찰요청서 규정을 포함

시킨다

(b) Section L(입찰자나 회신자에게 알리는 유의사항, 조건 및 공지사항). 이 section에

는 입찰자나 응답자들이 제안서나 응답을 준비하는 것을 안내할 수 있는 입찰서 규정과 

다른 정보 그리고 유의사항을 삽입한다.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입찰예정자나 응

답예정자들에게 제안서나 정보를 특정한 포맷으로 제출하거나 분리하여 제출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제안서나 회신(응답)의 내용을 구성할 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고 유의사항에 명시할 수 있다.

(1) 행정(경영)상의 내용 

(2) 관리

(3) 기술적인 내용

(4) 과거 이행실적

(5) 비용 자료나 가격책정 자료(15.408의 표 15-2 참고) 또는 이 외의 정보

(c) Section M(낙찰 평가 요소). 계약을 낙찰할 때에 고려할 모든 중요한 요소들과 중요

한 하부요소들 그리고 요소들의 상대적인 중요도(15.304(d) 참고). 계약관은 15.403(e)

에 있는 것 중 하나를 삽입하여야 한다.

15.205  입찰요청서(soliciation)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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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관은 5.102, 19.202-4와 6장(Part)에서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서 잠재적 공급원

에게 입찰요청서를 발행한다.

(b) 14.203-3에 명시되어 있는 종합입찰요청서를 협상에 의한 조달에서도 사용할 수 있

다.

15.206  입찰요청서 수정

(a) 제안서를 접수하기 전이나 접수한 이후에 정부가 요건이나 조건을 변경하는 때에, 

계약관은 입찰요청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b) 정해진 제안서 접수일시 이전에 발행된 수정 입찰요청서는 입찰요청서를 받은 모든 

당사자에게 발행되어야 한다. 

(c) 정해진 제안서 접수일시 이후에 발행된 수정 입찰요청서는 경쟁에서 제외되지 않은 

모든 제안자들에게 발행되어야 한다.

(d) 정부에게 중요한 제안서가 정해진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 계약관은 입찰요청서를 수

정하여야 한다. 단, 대체 방안이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다른 제안자들에게 노출

시키지 않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15.207(b)와 15.306(e) 참고).

(e) 시장조사나 기타정보에 기초하여 계약관이 판단하기에, 제안서를 접수한 후에 수정

할 입찰요청서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안예정자들이 합리적으로 예상했던 것을 넘어설 

정도이고, 이 내용이 알려졌다면 제안서를 제출했을 공급원이 더 추가될 수 있었던 경우

에, 계약관은 조달의 단계에 관계없이 원래의 입찰요청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요청서

를 발행하여야 한다. 

(f) 시간이 관건인 때에는 구두 통지를 할 수 있다. 계약관은 수정사항과 함께 해당 통

지를 계약관련파일에 첨부하고 정식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subpart 4.5(계약체결 시 전

자상거래)를 참고).

(g) 각 수정사항에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발행 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입찰요청서 번호와 일자

(3) 수정 입찰요청서 번호와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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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페이지 수

(5)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

(6) 정부 담당부서와 전화번호(적절한 경우 전자주소나 팩스주소)

(7) 입찰요청 마감일의 수정

15.207 제안서와 정보 취급 

(a) 입찰요청서에 정한 장소에서 접수하면, 제안서와, 정보요청서(RFI)에 응하여 접수된 

정보에 접수일시를 표시하여 지정 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b) 제안서는 공급원 선정 절차 내내,  보호되어야 한다.(공급원 선정 정보의 공개에 관

해서는 3.104를 참고). 정보요청서(RFI)에 응하여 접수된 정보도 승인되지 않은 공개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c) 계약관이 전자적으로 또는 팩스로 접수한 제안서의 일부가 판독 불가능할 경우, 계

약관은 즉시 제안자에게 통보하여 제안자가 제안서에서 판독할 수 없는 부분을 다시 제

출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다시 제출하는 방법과 제출 시간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계약

관이 정하고 계약관련파일에 해당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5.208(a)에 따라 접수시기의 

적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시 제출한 것은, 판독이 어려운 상태로 처음에 제출하였던 

일시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입찰자는 계약관이 정한 재 제출 시간과 포맷 요건

을 따른다.

15.208  제안서의 제출·변경·개정·철회

(a) 제안자는 제안서·개정한 제안서·변경한 제안서가 입찰요청서에 명시된 시간까지, 

지정된 정부부서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제출할 책임이 있다. 제안자는 입찰요청서에 승인

된 전송방법(예, 일반 우편, 전자상거래나 팩스)을 사용할 수 있다. 입찰요청서에 시간

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접수 시간은, 지정된 정부부서가 있는 지역의 시간으로 제안서 마

감일자의 오후 4시 30분이다. 

(b)(1) 정해진 제안서 접수시간 이후에 정부부서에 접수된 제안서·개정한 제안서·변경

한 제안서는“지체된”것으로, 검토되지 않을 것이다. 단, 낙찰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안

서가 접수되었고 지체된 제안서를 허용하여도 부당하게 조달을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음에도 그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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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입찰요청서가 인정한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전송된 제안서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하

루(one working day) 전에 오후 5시 전까지 정부의 최초 진입점(point of entry) 접수되

었다.

(ⅱ) 제안서 접수처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정부 시설(installation)

로, 제안서접수 마감시간 전에 접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ⅲ) 유일하게 접수된 제안서이다.

 

(2) 그러나 지체된 변경 입찰서라 하더라도 조건이 정부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인 때에

는, 그것을 접수 받은 시간에 관계없이 검토될 것이다.

(c) 정부 시설에 접수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는, 제안서 포장에 찍힌 시설의 

시간/날짜 소인(stamp),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접수 증거서류, 공무원의 구두 증언이

나 진술이 있다.

(d) 비상사태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절차에 차질이 발생하여 제

안서 접수 지정 부서에 정한 시간까지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급박한 정부의 필요

성 때문에 입찰요청 마감일자의 수정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절차가 

재개되는 첫 날의, 입찰요청서에서 정한 시간까지로 제안서 접수 시간이 연장되는 것으

로 간주한다.

(e) 낙찰하기 전이면 서면 통지로 제안서를 철회할 수 있다. 구두의 입찰요청에 응한 구

두 제안은 구두로 철회할 수 있다. 구두로 철회가 이루어진 때에, 계약관은 해당 사실을 

계약관련파일에 기록하여야 한다. 철회된 제안서 사본 1부를 계약관련파일에 보관하여야 

한다(4.803(a)(10) 참고). 철회된 제안서의 여분의 사본들은 파기하거나 제안자의 요청

에 따라 제안자에게 반환될 수 있다. 전자적으로 전송된 제안서를 철회한 경우, 해당 제

안서의 사본을 만든 후에 주저장치와 백업저장장치에서 삭제한다. 너무 많은 분량의 제

안서는 제안자가 요청하고 제안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제안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f) 제안서·변경한 제안서·개정한 제안서가 늦게 접수된 경우, 계약관은 제안자에게 

해당 사항을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하며, 입찰자에게 그의 제안서를 검토할 것인지 여부

를 알려주어야 한다. 단, 계약 낙찰이 임박하였고 15.503(b)의 공고로 충분한 때에는 그

러지 아니한다.

(g) 검토하지 않은, 지체된 제안서와 변경한 제안서는 낙찰 후까지 개봉하지 않고 이후

에 다른 낙찰되지 않은 제안서들과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 단, 확인을 위하여 개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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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h) 할 수 있다면, 각각의 지체된 제안서, 변경한 입찰서나 입찰서 철회에 관한 다음사

항을 계약관련파일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접수일시

(2) 낙찰을 위해 해당 제안서를 검토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언급,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

(3) 접수 일을 확인할 수 있는 봉투, 포장지, 기타 증거

15.209  입찰요청서 규정과 계약서 조항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a) 정부가 협의를 하지 않고 계약을 낙찰하려고 하는 모든 경쟁 입찰요청서에는 

52.215-2(입찰자의 유의사항-경쟁 조달)의 규정을 삽입하여야 한다.

(1) 정부가 경쟁범위 내에서 제안자와 협의를 한 후에 낙찰하고자 한다면, 계약관은 

52.215-2와 그 Alternate I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2) 정부가 대안 제안서(alternate proposals)를 허용하려고 한다면, 계약관은 52.215-2

를 변경하여 Alternate Ⅱ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c)(9)를 추가한다.

(b)(1) 이 section (b)(2)에 규정된 상황인 경우는 제외하고, 계약관은 입찰요청서과 계

약서에 52.215-2(감사와 기록-협상)(10 U.S.C. 2313, 41 U.S.C. 254d와  예산관리국

(OMB) 회람 A-133)의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음의 조달에서는 예외로 한다.

(i) 간이조달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조달

(ⅱ)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접속 비용을 포함해 일반국민에게 똑같이 적용하도록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유틸리티 서비스 조달

(ⅲ) 15.403-1에 의해 면제된 상품의 조달

(2) 2009년 미 경기회복 및 재투자 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Pub. L. 111-5)에 의해 충당되었거나 책정된 자금을 사용할 때,

(i) (b)(1)(i)에서 (b)(1)(ⅲ)까지의 예외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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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52.215-2과 그 Alternate I 조항을 사용한다. 

(3) 주 정부와 지방 정부, 교육기관, 기타 비영리기구와 실비정산계약

(cost-reimbursement contracts)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관은 52.215-2와 그 Alternate 

Ⅱ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기관장이 25.1001에 따른, 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의 기록 조사를 면제한다

면, 52.215-2와 그 Alternate Ⅲ를 사용한다. 

(c) 정보를 얻기 위하여 또는 조달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입찰요청서를 발행한 때에, 계

약관은 52.215-3(정보 요청 또는 조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 입찰요청) 규정을 삽입하

고, 입찰요청서 표지에, 해당 입찰요청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거나 조달 계획을 세우

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d) [유보] 

(e) 팩스 제안서를 승인하는 경우, 계약관은 52.215-5(팩스 제안서) 규정을 입찰요청서

에 삽입하여야 한다. (15.203(d) 참고)

(f) 정부가 이행지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관은 52.215-6(이행지) 규정을 입찰요청

서에 삽입하여야 한다.

(g) [유보] 

(h) 15.204에 있는 포맷을 사용하는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는, 계약관은 52.215-8(우선

순위-표준 계약서 포맷)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15.210 서식

이 장에서 기술된 입찰요청서를 준비하는데 정해진 서식은 없다. 계약관의 재량에 따라 

다음의 서식들을 사용할 수 있다.  

(a) 표준서식 33호(입찰요청서, 입찰서 그리고 낙찰)와 임의서식 308호(입찰요청서와 입

찰서-협상에 의한 조달)는 제안요청서(RFPs)와 정보요청서(RFIs)를 발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b) 표준서식 30호(입찰요청 수정/계약 변경)와 임의서식 309호(입찰요청 수정)는 협상

에 의한 계약의 입찰요청서를 수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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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각각의 제안요청서와 함께 임의양식 17(입찰서 라벨)을 제공할 수 있다. 

Subpart 15.3—공급원 선정 

15.300 범위

이 subpart에서는 경쟁적인 협상에 의한 조달에서의 단일 공급원 선정이나 다수 공급원

들 선정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규정한다.

15.301 [유보] 

15.302 공급원 선정의 목적

공급원 선정의 목적은 최상의 가치를 나타내는 제안서를 선정하는 것이다.

15.303 책임

(a) 계약관이 공급원 선정권자로 지명된다. 단, 기관장이 특정 조달이나 그룹조달의 경

우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b) 공급원 선정권자는- 

(1) 제안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개개 조달에 맞도록 계약 ․ 법률 ․ 물
류 ․ 기술 분야의 전문가와 기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2) 입찰요청서 발행 전에, 적절하다면 공급원 선정 방법이나 조달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3) 입찰요청서 요건, 제안자들에 대한 공지,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평가요소와 그 하

위요소, 입찰요청서 규정과 계약조항, 그리고 자료 요건들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여야 한

다.

(4) 제안서가 입찰요청서에 포함된 평가요소와 하위 평가요소만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되

도록 하여야 한다(10 U.S.C. 2305(b)(1)와 41 U.S.C. 253b(d)(3) 참고).  

(5) 자문위원회가 있는 경우, 위원회와 위원단의 권고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정부에게 최상의 가치가 되는 제안서를 제출한 단일 공급원이나 다수 공급원을 선정

하여야 한다(10 U.S.C. 2305(b)(4)(B)와 41 U.S.C. 253b(d)(3) 참고). 

(c) 계약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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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요청서 발행한 후에는, 실제 제안자나 제안예정자들의 문의를 받는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한다. 

(2) 제안서를 접수받은 후에는 15.306에 따라서, 제안자들이 서로 의견교환하지 못하도

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을 낙찰하여야 한다. 

15.304 평가요소와 주요 하위 평가요소

(a) 개개 조달에 맞추어진 평가요소와 주요 하위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낙찰을 결정

한다.

(b) 평가요소와 주요 하위 평가요소는- 

(1) 공급원 선정 결정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하고 강조되는 핵심 분야를 나타내야 한다. 

(2) 경쟁하는 제안서들 간에 의미 있는 비교나 판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조달에 적용할 평가요소와 주요 하위 평가요소, 그리고 요소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

도는 기관의 조달 담당자의 광범위한 재량사항으로 다음의 요건에 따른다.

(1) 공급원을 선정할 때에는, 정부가 부담할 가격이나 비용을 평가하여야 한다(10 

U.S.C. 2305(a)(3)(A)(ⅱ)와 41 U.S.C. 253a(c)(1)(B)). (건축가-엔지니어 계약에 대해

서는 36장을 참고)

(2) 공급원을 선정함에 있어 한 개 이상의 비가격 평가요소(예, 과거 이행실적, 입찰요

청 요건과의 일치성, 기술적 우수성, 관리능력, 인력들의 자질, 사전 경력)를 고려함으

로써 조달하려는 물품/서비스의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10 U.S.C. 2305(a)(3)(A)(i)와 

41 U.S.C. 253a(c)(1)(A)).

(3)(i) 이 secton (c)(3)(ⅲ)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고, 간이조달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에 의한 경쟁 조달의 공급원을 선정할 때에는 과거 이행실적을 평

가하여야 한다.

(ⅱ)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번들링(bundling)이 관련된 

조달의 경우, 하도급계약체결 계획이 있었던 계약에 제안자가 소기업으로서 참여한 정도

를 보여주는 과거 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15 U.S.C. 

637(d)(4)(G)(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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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약관이 해당 조달에 있어서는 과거 이행실적이 적절한 평가요소가 아니라는 사유

를 문서화하는 경우, 과거 이행실적은 평가되지 않아도 된다.

(4) 5십5만 달러(건설은 1백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제한적인 조달에서는, 

일정한 제한사항을 두고 소규모 약자기업이 과거 계약이행에 참여한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5)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번들링(bundling)이 관련된 

조달의 경우, 소기업이 하도급계약체결에 참여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도 평가요소에 포

함시켜야 한다(15 U.S.C. 637(d)(4)(G)(i)).

(6) 원격통신을 허용하는 경우, 기관들은 원격통신을 포함하고 있는 입찰서를 불리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단, 계약관이 FAR의 7.108(b)에 따른 서면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때

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d) 계약의 낙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평가요소와 주요 하위 평가요소가 무엇인지, 그

리고 요소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입찰요청서에 명확하게 기술하여

야 한다(10 U.S.C. 2305(a)(2)(A)(i)와 41 U.S.C. 253a(b)(1)(A)). (15.204-5(c) 참고). 

입찰요청서에 평가 방법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과거 이행실적 정보를 평가할 일반적 접

근법에 대해서는 기술되어야 한다. 

(e) 가격(비용)요소 외에 다른 모든 평가요소들이 서로 조합되었을 경우에 다음사항의 

여부 또한 입찰요청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 다른 평가요소들이 가격이나 비용보다 훨씬 중요한 것인지

(2) 다른 평가요소들이 중요도에서 가격이나 비용과 대략 동일한 건지

(3) 다른 평가요소들이 가격이나 비용보다 훨씬 덜 중요한 것인지 (10 U.S.C. 

2305(a)(3)(A)(ⅲ)과 41 U.S.C. 253a(c)(1)(C)). 

15.305  제안서 평가

(a) 제안서 평가란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자의 능력이, 예정되어 있는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기관은 경쟁적인 제안서를 평가하여 입찰요청서에 

정한 평가요소와 하위 평가요소에 따라서만 제안서들의 상대적인 질을 판단하여야 한다. 

색이나 서술적인 표현으로 채점, 가중치 부여, 순위 지정과 같은 방법이나 이런 방법들

을 조합한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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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장점, 결함, 주요 단점, 그리고 위험사항을 계약관련파일에 문서화하여야 한다. 

(1) 비용이나 가격 평가. 일반적으로, 경쟁을 통하여 가격의 합리성을 확보한다. 그러므

로 확정정액계약이나,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안된 가격을 비교

하는 것으로 보통 가격분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용분석을 할 필요가 없

다. 제한된 상황에 따라서는, 낙찰대상 제안자의 가격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분석

(15.403-1(c)(1)(i)(B) 참고)을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실비정산

(cost-reimbursement)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안된 노력 ․ 제안자의 과업에 

대한 이해 ․ 제안자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해 정부가 실제로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판

단하기 위해서 실제 비용분석(cost realism analysis)을 평가하여야 한다. (보상하지 않

는 초과시간 평가에 대해서는 37.115를 참고) 계약관은 가격이나 비용에 대한 평가를 문

서화하여야 한다. 

(2) 과거 이행실적 평가 

(i) 과거 이행실적 정보는 제안자가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다. 정보의 현재성과 관련성 ․ 정보의 출처 ․ 데이터의 맥락 ․ 계약자 이행

실적의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한다. 과거 실적 정보에 대한 이러한 비교평가는 제9.1절에 

따른 이행능력(responsibility)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이다. 

(ⅱ) 입찰요청서에는 관련한 과거의 계약이행이력이 없는 제안자를 평가할 방법을 포함

해 과거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안자들에게는 정부 요

건과 유사한 과거 계약이나 현행 계약(연방 ․ 주 ․ 지방 정부와 민간과 체결한 계약 포

함)실적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요청서는 계약에서 부딪혔던 

문제와 시정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안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안자의 과거 

실적을 평가할 때에, 정부는 이 정보와 다른 출처에서 취득한 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공급원 선정권자는 유사한 과거 이행실적 정보의 관련성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ⅲ) 과거 이행실적 정보가 즉시 조달(instant acquisition)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평

가 시에, 이전(predecessor) 회사들, 관련된 경험을 가진 핵심인력이나, 요건의 중요한 

부분을 이행할 하도급계약자에 관하여 과거 이행실적 정보를 검토하여 한다. 

(ⅳ) 제안자가 과거 이행실적의 기록이 없거나, 과거 이행실적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평가할 수 없다.

(v) 소규모 약자기업(SDB)과의 하도급계약 체결 목적(Subpart 19.7 참고) ․ SDB 참여를 

염두한 금전적 목표(19.1202 참고) 그리고 19.1202-4(b)에 의해 제출된 통지에 부합한 

제안자의 과거 이행실적을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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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평가. 교환이 이루어진 때(15.101-1 참고), 공급원 선정기록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i) 기술적 요건을 달성할 수 있는 제안자의 능력에 대한 판단

(ⅱ) 평가요소를 사용한, 기술 제안서의 요약 ․ 매트릭스 ․ 양적인 순위 ․ 적절한 보완 설

명

(4) 비용에 관한 정보. 기술평가팀 구성원에게 비용에 관한 정보를 기관 절차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다. 

(5) 소기업 하도급계약 체결 평가. 소기업이 제출한 제안서는 15.304(c)(3)(ⅱ)와 

(c)(5)의 평가요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입찰요청서를 구성하여야 한

다.

(b) 공급원 선정권자는 정부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면 입찰요청서에 따라 접수된 모든 

제안서들을 거절할 수 있다. 

(c) 제안서를 평가할 때, 계약자의 보조 인력 사용에 관한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37.203(d)를 참고한다.

15.306  제안서 접수 후 제안자들과의 의견교환

(a) 설명(Clarifications)과, 협의가 없는 낙찰

(1) 협의 없이 낙찰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있을 수 있는 정부와 제안자들 간의 의견교

환을 통해서만 설명을 할 수 있다. 

(2) 협의 없이 낙찰을 할 경우에, 제안자는 제안서의 특정 부분(예, 제안자의 과거 이행

실적의 적절성, 제안자가 전에 답변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불리한 과거 이행실적 정보)

을 명확하게 설명할 기회 또는 경미한 오류, 오기(誤記)를 해소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3) 입찰요청서에 정부가 제안서를 평가하고 협의 없이 낙찰을 하려고 한다고 명시한 경

우는, 협의 없이 낙찰을 할 수 있다. 입찰요청서에 이러한 공지사항을 포함하고, 정부가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다면, 협의하지 않고 계약을 낙찰하는 근거를 계약

관련파일에 문서화하여야 한다(52.215-1의 규정을 참고) (10 U.S.C. 2305(b)(4)(A)(ⅱ)

와 41 U.S.C. 253b(d)(1)(B)).

(b) 경쟁범위를 설정하기 전 제안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란 제안서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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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경쟁범위를 설정하게 되는 정부와 제안자들 사이의 의사교환이다. 경쟁범위를 설

정하는 경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1) 이 section (b)(1)(i)과 (b)(1)(ⅱ)에 명시된 제안자들로 한정되어야 한다.  

(i) 과거 이행실적 정보가 결정적 요소가 되어 경쟁범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제안자

들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제안자가 응답할 사전 기회를 갖지 못한 

불리한 과거 이행실적 정보를 다루어야 한다.

(ⅱ) 경쟁범위에서 배제되는지 포함되는지가 불확실한 제안자(이 section (b)(1)(i)에 해

당하지 않는 제안자)와 이루어질 수 있다. 

(2) 제안서에 대한 정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제안서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하

여, 또는 정부의 평가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안서의 결함이

나 중요한 누락사항을 고치거나, 제안서의 기술요소나 비용요소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그리고/또는 제안서를 개정할 목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커

뮤니케이션은 경쟁범위를 설정할 목적으로 제안서에 등급을 매기기 위해 사용할 수 있

다. 

(3) 제안서가 경쟁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검토해야할 이슈들을 제기하기 위

한 것이다. 이때에 제안자에게 제안서를 개정할 기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음 사항은 다룰 수 있다.

(i) 제안서나 기타 사안에 있어서 애매모호함 (예, 인지된 결함, 취약점, 오류, 누락 또

는 착오 (14.407 참고))

(ⅱ) 관련된 과거 이행실적에 대한 정보

(4) 제안자가 이전에 언급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던 불리한 과거 이행실적을 다루어야 한

다.  

(c) 경쟁범위

(1) 기관들은 모든 제안서를 15.305(a)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의를 하는 경

우에는 경쟁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모든 평가기준에 대한 각 제안서의 등급에 근거하

여, 계약관은 가장 높은 등급의 모든 제안서들로 구성된 경쟁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인 경쟁을 하기 위하여 이 section (c)(2)에 따라 경쟁범위를 축소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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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305(a)와 이 section (c)(1)에 따라 모든 제안서를 평가한 후,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제안서들의 수가 효율적인 경쟁을 하기에 적절한 수를 초과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효율성을 위해 경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입찰요청서에서 공지한 경우

(52.215-1(f)(4) 참고), 계약관은 가장 높은 등급이 매겨진 제안서들 간의 효율적인 경

쟁이 가능한 최대 범위로 제안서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10 U.S.C. 2305(b)(4) 및 41 

U.S.C. 253b(d))

(3) section (d)(3)의 규정사항을 따른 후, 제안자의 제안서가 더 이상 경쟁범위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계약관이 판단한다면, 해당 제안서를 낙찰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

다. 낙찰 받지 못한 제안자들에게 해당 결정사항을 15.503에 따라 서면 통지하여야 한

다.

(4) 경쟁범위에서 배제되었거나 제외된 제안자들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15.505와 

15.506 참고)

(d) 경쟁범위 설정 후 제안자들과의 의견교환. 협상이란, 경쟁적인 상황이거나 단독인 

상황에서 정부와 제안자간에 나누는 의사교환으로, 제안자가 제안서를 개정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섭(bargaining)도 협상에 해당될 수 있다.

교섭에는 설득 ․ 가정과 상태의 변경 ․ 교환(give-and-take)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가격 ․ 
일정 ․ 기술 요건 ․ 계약의 형태 ․ 예정된 계약의 다른 조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경쟁

조달에서 협상을 할 때는, 경쟁범위를 설정한 후에 하며, 협의라고 한다.

 

(1) 협의사항은 각 제안자의 제안서에 맞춰지고, 계약관은 경쟁범위 내에서 각 제안자와 

함께 협의하여야 한다.

(2) 협의를 진행하는 주목적은 입찰요청서에 정한 요건과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정

부가 최상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얻기 위함이다.

(3) 계약관은 여전히 낙찰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제안자들에게 그 제안자들이 답변할 

기회를 아직 얻지 못한 결함·중요한 취약점·불리한 과거 이행실적 사항을 지적해 주거

나 그 제안자들과 해당 문제들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관은 낙찰의 가능성을 실질

적으로 높이기 위해, 계약관의 의견으로 볼 때 변경될 수 있거나 설명될 수 있는 제안서

의 다른 면을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관이 제안서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 협의할 필요는 없다. 협의의 범위와 정도는 계약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4) 제안서의 다른 면에 대해 협의를 할 때, 의무적인 최소기준을 초과하는 기술적 솔루

션에는 평가 점수를 부여할 것이라고 입찰요청서에 명시한 상황에서는, 정부는 의무적인 

최소기준을 넘은 증가된 성능에 대해 제안자와 협상할 수 있고, 의무적인 최소기준을 초

과한 제안자들에게는 그 초과 부분을 제거하고 제안된 가격을 감액하면 더 경쟁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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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것이라는 점을 건의할 수 있다.

(5) 협의를 시작한 후, 원래는 경쟁범위에 들어가 있던 제안자가 가장 높은 등급의 낙찰

대상 제안자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자의 제안서의 모든 

면에 대해 협의하였는지의 여부나 해당 제안자가 개정된 제안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받

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제안자를 경쟁범위에서 제거할 수 있다(15.307(a)와 

15.503(a)(1) 참고). 

(e) 의견교환에 관한 제한사항. 조달에 관련된 정부 공무원은 다음 행위에 관여하지 않

아야 한다. 

(1) 한 제안자를 다른 제안자보다 우대

(2) 어느 제안자만의 고유한 기술, 상용품의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사용 또는 제안자의 

지적재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그 제안자의 기술적 솔루션을 다른 제

안자에게 유출

(3) 제안자의 허락 없이 제안자의 가격을 누설. 그러나 계약관은 정부가 제안자의 가격

을 너무 높다거나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제안자에게 알려줄 수 있으며,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분석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가격분석, 시장조사 그리고 

기타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것으로 확인된 가격이나 비용을 정부의 재량으로, 모든 제안

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41 U.S.C. 423(h)(1)(2)). 

(4) 제안자의 과거 이행실적에 관한 참고 정보를 제공한 개인의 이름을 공개

(5) 3.104와 41 U.S.C. 423(h)(1)(2)를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공급원 선정 정보를 제공

15.307  제안서 개정

(a) 제안자의 제안서를 경쟁범위에서 제거하거나 제외시킨 경우, 그 제안자의 제안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정을 허용하거나 고려해서는 안 된다.

(b) 계약관은 협상하면서 도달한 양해사항(understandings)을 분명히 하고 문서화하기 

위하여 제안서 개정을 요청하거나 허용할 수 있다. 협의 종료 시에는, 여전히 경쟁범위

에 속해있는 제안자들에게 최종적으로 개정된 제안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계

약관은 최종적으로 개정된 제안서의 접수만을 위한 공통의 마감의 일자를 정하여야 한

다. 최종적으로 개정된 제안서를 요청할 때에는, 최종의 개정 제안서는 서면으로 작성되

어야 한다는 점과 정부는 더 이상의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을 하려한다는 점을 제

안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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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8  공급원 선정 결정

공급원 선정권자(SSA)의 결정 내용은 입찰요청서상의 공급원 선정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비교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야 한다. 공급원 선정권자(SSA)가 타인이 작성한 보고서와 

분석서를 사용하는 경우, 공급원 선정 결정 내용에는 공급원 선정 기관(SSA)의 독립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 공급원 선정에 관한 결정사항은 문서화 되어야 하며, 해당 문서

에는 추가비용에 대한 편익을 포함해 공급원 선정권자가 결정하거나 신뢰한 사업적 판단

과 요소들 간의 교환(tradeoffs)에 관한 근거가 들어가야 한다. 공급원 선정의 근거를 

문서화해야 하지만 그 결정에 이르게 된 교환을 수량화할 필요는 없다.

15.4절—계약 가격책정 

15.400  범위 

이 subpart는 협상에 의한 주계약(하도급계약 포함)과 협상에 의해 변경(봉함입찰로 낙

찰된 계약의 변경도 포함)된 계약의 가격책정에 관한 가격(비용) 협상 정책과 절차를 규

정한다.

15.401  정의 

이 절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가격(Price)”이란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보수나 수익(profit)을 더한 비

용을 의미한다.

“하도급계약(Subcontract)”(15.407-2에서 사용한 하도급계약은 제외)에는 계약자나 하

도급계약자의 부서·자회사·계열사 사이에 상용품목을 이전하는 것도 포함된다(10 

U.S.C. 2306a(h)(2) 및 41 U.S.C. 254b(h)(2)).

15.402  가격책정 정책

계약관은 다음을 하여야 한다.  

(a) 이행능력 있는 공급원으로부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

여야 한다. 제안된 가격의 합리성 여부를 정할 때, 계약관은 필요이상의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 가격이나 가격책정 정보가 15.403-4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정도까지, 계약관은 

필요한 정보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야 한다.

(1) 15.403-3(b)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적절한 가격경쟁에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면, 제안자로부터 추가되지 않은 정보

(2) 비용/가격책정 자료가 아닌 정보



- 287 -

(i) 가격과 관련된 정보(예, 카다로그 가격, 시장가격이나 이전 계약의 가격)로, 첫째 

정부 내에서 확보 가능한 정보, 두 번째로 제안자가 아닌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얻은 정

보,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안자로부터 얻은 정보. 제안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

는 때, 15.403-1(b)(1)이나 (2)의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안자가 제출한 정보

에는 최소한, 조달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 이전에 판매되던 가격에 관한 정

보, 가격의 합리성을 평가하기에 합당한 가격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

다. 

(ⅱ) 2.101에 있는 비용/가격책정 자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관련정보

(3) 비용/가격책정 정보. 계약관은 비용/가격책정 정보를 요구하기 전에, 공정하고 합리

적인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사용하

여야 한다. 계약관은 비용/가격책정 정보의 제출을 불필요하게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정보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제안서 작성 비용을 증가시키고 일반적

으로 조달 소요기간을 연장시키며 계약자와 정부의 추가 자원을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b) 각 계약에 별도의 그리고 독자적으로 가격을 매긴다. 그리고

(1) 다른 계약에 의해 제안된 감가(price reductions)를 평가요소로 사용하지 않는다.

(2) 다른 계약에서 실현되거나 예상되는 손실이나 수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c) 해당 계약에서 우발사건(contingency) 발생에 따른 가격조정을 정한 범위까지 예비

비를 계약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5.403 비용/가격책정 자료 입수

15.403-1 비용/가격책정 자료 입수에 관한 금지사항(10 U.S.C. 2306a와 41 U.S.C. 

254b). 

(a) 간이조달한도액 이하의 조달에서는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입수해서는 안 된다.

(b) 비용/가격책정 자료의 요건에 대한 예외. 계약관은 다음에서 정하는 때에는 어떤 조

치(계약,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를 보완하기 위하여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가격의 합리성이나 비용의 현실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비

용/가격책정 자료가 아닌 정보는 요구할 수 있다). 

(1) 합의된 가격이 적절한 가격경쟁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계약관이 판단한 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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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ction (c)(1)을 참고) 

(2) 합의된 가격이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가격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계약관이 

판단한 때(이 subsection (c)(2)를 참고) 

(3) 상용품목(commercial item)을 조달하는 때(이 subsection (c)(3)을 참고) 

(4) 비용/가격책정 자료 제출요건에 대한 면제가 승인된 경우(이 subsection (c)(4)를 

참고)

(5) 상용품목에 대한 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변경하는 때(이 subsection (c)(3)을 참고)

(c) 비용/가격책정 자료 요건의 예외 기준

(1) 적절한 가격경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격은 적절한 가격경쟁에 기초한 것이

다.

(i) 독자적으로 경쟁하는 둘 이상의 이행능력 있는 제안자들이 정부의 요건을 만족시키

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A) 가격이 공급원선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면 최상의 가치(2.101 참고)를 나타내는 제

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에게 낙찰이 이루어질 것이다.

(B) 다른 방법으로 낙찰 받은 제안자의 가격이 비합리적이라는 결정(finding)이 없다. 

가격이 비합리적이라는 결정은 사실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고, 계약관 이상의 직

급을 갖고 있는 자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ⅱ) 비록 한 명의 이행능력 있는 제안자로부터 하나의 제안만을 접수받았더라도, 독자

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둘 이상의 이행능력 있는 제안자들이 입찰요청서의 요건에 응하여 

가격이 매겨진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시장조사나 다른 평가를 기준으

로 볼 때)가 있었다. 그리고

(A) 접수받은 제안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관은 제안서가 경쟁을 예상하고 제출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 최소한 한명의 다른 제안자가 의미 있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제

안자가 믿었다.

(2) 다른 잠재적인 제안자들이 제안서를 제출할 의도가 없을 거라고 제안자가 믿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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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 

(B) 제안된 가격이 적절한 가격경쟁을 기초로 한 것이라는 결정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사항을 계약관 이상의 직급을 가진 자가 승인하였다.

(ⅲ) 제안된 가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현재 가격이나 최근 가격과 비교해 볼 

때 합리적이고, 시장조건·경제적인 상황·수량·가격경쟁을 거친 계약에 의한 조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된 것이라는 점이 가격분석에 의하여  명확하게 증명되었다.

(2)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가격. 정기적인 판결, 재심(reviews)의 형태나 정부

기관의 유사 조치나 법률에서 구현된 형태로 발표된 것으로 가격을 정하기에 충분하다.

(3) 상용품목(Commercial items)

(i) 2.101 상용품목의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을 조달할 때나, 조달 품목을 상용품목에서 

비상용품목으로 바꾸지 않는 모든 변경을 하는 때에는, 비용/가격책정 자료 요건에서 제

외된다. 상업적이라고 주장된 품목이 사실상 상업적이지 않으며 기타 예외나 면제가 적

용되지 않는다고 계약관이 결정한 경우에는, 비용/가격책정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ⅱ) Pub. L.110-417의 868조에 따라서,

(A) 상업시장에서 상당한 양으로 제공되지도 않고 경쟁적으로 판매되고 있지 않은 서비

스가 아니라, 상업시장에서 상당한 양으로 제공되는 유형이며 경쟁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때에, 계약관이 서면으로, 서비스 제안자가 가격분석을 통해서 서비

스가격의 합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출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서비스를 상용품목으로 고려할 수 있다. 

(B)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계약관은 조달대상 품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용품목

에 대해서 정부와 일반 소비자 둘 다가 지불하고 있는 가격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

다.

(C) 이 section (c)(3)(ⅱ)(B)에 기술된 정보가 가격의 합리성을 결정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계약관이 결정한다면, 노무비, 재료비, 간접비 비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가

격/비용에 대한 기준이 되는 기타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ⅲ) 2.101에 있는 상용품목에 대한 정의 중 (3)(ⅱ)에 정의되어 있는 사소한(조달대상 

품목을 상용품목에서 비상용품목으로 변경하지 않음) 변경을 하는 때에 다음 요건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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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방부(DoD), 항공우주국(NASA)이나 해안경비대(Coast Guard)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조달에서, 상용품목에 대해 사소한 변경을 하는 경우 비용/가격책정 자료의 

제출 요건이 면제된다.

(B) 국방부(DoD), 항공우주국(NASA)이나 해안경비대(Coast Guard)로부터 자금을 받는 조

달에서, 특정한 계약행위에 따라 모두 변경한 후의 총 가격이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요

구할 수 있는 기준금액(15.403-4)이나 계약을 낙찰할 당시의 총 계약가격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용품목에 대해 사소한 변경을 하는 경우 비용/가격책정 자료제출 

요건이 면제된다. 

(C) 국방부(DoD), 항공우주국(NASA)이나 해안경비대(Coast Guard)로부터 자금을 받는 조

달에서, 특정 계약행위에 따라 모두 변경한 후의 총 가격이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 기준금액(15.403-4)이나 계약을 낙찰할 당시의 총 계약가격의 5퍼센트를 초

과한다면, 상용품목에 대해 사소한 변경을 하는 경우, 15.403-1(c)(3)에서 규정된 면제

기준에 따라서, 비용/가격책정 자료제출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ⅳ) 1천6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단일 공급원 계약을 제외하고, 12.102(f)(1)에서 상용품

목으로 취급되는 비상용적인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비용/가격책정 자료제출 

요건에서 면제된다(41 U.S.C. 428a).

(4) 면제(waiver). 계약시행기관의 장(HCA)은 예외적인 경우에 비용/가격책정 자료의 제

출 요건을 위임권 없이 면제할 수 있다. 면제 권한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용/가격책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면, HCA는 해당 요건의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의 구입

에서 비용/가격책정 자료가 제출되었고, 계약관이 제출된 자료를 업데이트 정보와 조합

하면 충분하다고 결정한다면,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HCA가 비용/가격책정 자료제출 요

건을 면제하였다면, 해당 면제와 관련이 있는 계약자나 상위 하도급계약자는 비용/가격

책정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제출해

야 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위 하도급계약을 낙찰할 때에는, 비용/가

격책정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i) 해당 하도급계약에 다른 예외가 적용된다.

(ⅱ) 해당 하도급계약이 명확하게 면제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그 하도급계약에 대한 요

건 면제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15.403-2 비용/가격책정 자료가 요구되지 않는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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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을 낙찰할 때나 최초의 협상을 할 때에 정한 가격에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비용/가격책정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b) 초과된 자금이나 중간 청구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제안서에는 비용/가

격책정 자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15.403-3 비용/가격책정 자료 이외의 정보 요구

(a) 일반 

(1) 계약관은 가격의 합리성을 평가하고 비용의 현실성을 결정하기에 적합한 정보를 입

수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필요이상의 정보를 얻어서는 안 된다. (15.402(a) 참고). 계

약관이 제안자 이외의 공급원으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계약관은 비용/가

격책정 자료 외의 정보로, 정당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는데 적절한 정보를 제안자

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10 U.S.C. 2306a(d)(1)와 41 U.S.C. 254b(d)(1)). 

15.403-1(b)(1)이나 (2)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조달대상 품목과 동일하거나 유사

한 품목이 이전에 판매되었던 가격이며 가격의 합리성을 결정하기에 적당한 가격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출할 정보에 포함시키라고 계약관은 제안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안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약관은 

15.401-1(a)(7)에서 인용된 계약가격책정참고지침(Contract Pricing Reference Guide)의  

Volume I, Chapter 3, Section 3.3에 있는 지침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정보제출 포맷을 사용하여야 한다(15.403-5(b)(2) 참고).

(3) 계약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협상이 가능하도록, 가격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정보가 충분히 현재성을 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업데이트된 제안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협상용 제안서의 타당성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예, 가격 리스트의 

변경)에 한정되어야 한다.

(4) Public Law 105-261의 Section 808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이 subsection (a)(1)에 

따라 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제안자는 낙찰 

받을 자격이 없다. 단, HCA가 다음을 고려할 때, 해당 제안자에게 낙찰하는 것이 정부에

게는 최상의 이익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i) 자료를 얻기 위해 들였던 노력

(ⅱ)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

(ⅲ)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의 증가할 비용이나 중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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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적절한 가격 경쟁. 적절한 가격 경쟁이 존재하는 때에는(15.403-1(c)(1) 참고), 일

반적으로 가격의 합리성을 결정하는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가격의 

합리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계약관은 제안자 이외의 공급원으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여

야 한다. 또한, 계약관은 경쟁하는 제안서들의 비용 현실성을 판단하거나 경쟁 방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c) 상용품목

(1) 계약관은 상용품목을 조달할 때마다,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가격 분석을 하여야 한다(15.404-1(b) 참고). 가격이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다

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제안자 이외의 공

급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얻은 후에도, 계약관이 제안된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계약관은 제안자에게 추가 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용/가격책정 자료 외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15.404-1 참고). 

(2) 상용품목과 관련한 제한사항 (10 U.S.C. 2306a(d)(2)와 41 U.S.C. 254b(d))

(i) 계약관은 상용품목과 관련된 판매 자료의 요청 대상을, 조달대상 품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목의 적정한 기간 동안의 판매 자료로 제한하여야 한다.

(ⅱ) 계약관은 상용품목 관련 정보에 대한 요청 범위를, 상업적인 사업의 일부로써 제안

자가 정기적으로 사용한 서식에 담겨있는 정보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최대한 제한하여야 

한다.

(ⅲ) 24.202(a)나 정보공개법(5 U.S.C. 552(b))에 따른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

용품목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정부는 정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3) 상업시장에서 상당한 양으로 제공되지도 않고 경쟁적으로 판매되고 있지 않은 서비

스가 아니라, 상업시장에서 상당한 양으로 제공되는 유형이며 경쟁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15.403-1(c)(3)(ⅱ)를 참고한다. 

15.403-4 비용/가격책정 자료 요구 (10 U.S.C. 2306a와 41 U.S.C. 254b) 

(a)(1) 15.403-1(b)에 있는 어떠한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계약

관은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관이 가격 합리성을 판단하는데 

활용 가능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15.403-1(b)(4)의 예외에 따라 요건 면제의 

요청을 검토하여야 한다.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은 6십5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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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예외사항이 없다면, 현재의 기준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현재 계약의 경우

는 계약서에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 행위를 이행하기 전에,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요구한다. 

(i)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 (서신 계약과 같이 구체화되지 않은 행위는 예외)  

(ⅱ) 계약자와 상위 단계의 하도급계약자가 비용/가격책정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15.403-1(c)(4)에서의 유보를 참고), 모든 단계에서의 하도급계약 낙찰

(ⅲ) 봉함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비용/가격책정 자료가 처음에 요구되었는지 여부 

불문) 또는 이 subsection (a)(1)(ⅱ)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 계약의 변경. 가격 조정 금

액은 증액과 감액 모두를 고려한 금액이어야 한다. (예, 5십만 달러를 감액하고 3십만 

달러를 증액한 결과인 2십만 달러의 변경은, 6십5만 달러를 초과하는 가격 조정이다.)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관련이 없고 별도로 가격이 매겨진 변경(비용/가격책정 자료가 

요구되지 않음)이 포함되는 때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협상된 최종 가격책정 

행위(종료 확정과, 정액 인센티브 계약과 재결정가능 계약에 대한 최종 총 가격합의와 

같은)는 다음의 경우에, 비용/가격책정 자료가 필요한 계약 변경이다.

(A) 이러한 확정이나 합의 결과로 나온 최종 총 가격이  초과한다. 

(B) 부분적인 종료 확정에 따른 금액에, 해당 계약에서 지속될 부분을 완성하는데 들어

갈 것으로 추정한 금액을 합한 것이 이 subsection (a)(1)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다

(49.105(c)(15) 참고).

(2) 15.403-1(b)에 있는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지되지 않는다면, 계약시행기관의 장

은, 간이조달 한도액을 초과하고 이 subsection (a)(1)에 정한 기준금액미만의 금액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관이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위

임권 없이 승인할 수 있다. 계약시행기관의 장은 비용/가격책정 자료에 대한 요건을 정

당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해당 문서에는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비용/가격책정 자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 결정과 이러한 결정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b)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요구할 때, 계약관은 계약자나 계약체결예정자에게 다음을 계

약관에게 (그리고 하도급계약자나 하도급계약체결예정자에게는 주 계약자나 적절한 하도

급계약자에게 제출하라고) 제출하라고 요구하여야 한다. 

(1) 비용/가격책정 자료

(2) 15.406-2에 정해진 서식으로 된 현행의 비용/가격책정 자료에 대한 증명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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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최대의 지식과 믿음에 따라, 비용/가격책정 자료는 정확하고 완전하며 가격을 

합의한 날(아니면 가격을 합의한 날에서 가장 가까운 날에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한 

날)에 통용된 것임을 증명.

(c)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요구하고 제안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후에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된 경우, 해당 자료는 2.101에 정의된 비용/가격책정 자료로 고려

되어서는 안 되며, 15.406-2에 따라 확인되어서는 안 된다.

(d) 이 subsection의 요건은 외국정부를 대신하여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도 적용된다. 

15.403-5 비용/가격책정 자료나 비용/가격책정 자료 이외 정보의 제출에 관한 유의사항

(a) 15.402의 정책을 고려하여, 계약관은 입찰요청서에 다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5.408(l)과 (m)참고).

(1)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요구할 것인지 여부

(2)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에, 비용/가격책정 자료 제출요건을 면제해 달

라는 요청서를 제안자가 제출할 수 있다는 점

(3) 비용/가격책정 자료 외에 요구되는 정보들

(4) 낙찰 전이나 낙찰 후, 제안자의 기록에 대한 필요한 접근

(b)(1) subpart 49.6에 있는 종료 서식들(termination forms) 중 하나로 제출하라고 요

구하지 않는다면, 계약관은 15.408의 15-2표에 나와 있는 포맷으로 비용/가격책정 자료

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대체 서식을 명기하거나 계약자의 서식으로 제출하는 것

을 허용할 수 있다.

(2) 비용/가격책정 자료가 아닌 정보는 제안자 자신의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특

정 포맷이 중요하다고 계약관이 판단하고, 그 포맷이 입찰요청서에 기술되어 있다면 그

러지 아니한다.

(3) 가격책정 비율에 관한 합의나 최종 간접비 제안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계약관이 허용

하는 서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15.404 제안서 분석(Proposal analysis)

 

15.404-1 제안서 분석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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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 제안서를 분석하는 목적은 최종 합의된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 계약관은 제안된 가격의 합리성을 평가할 책임이 있다. 이 subsection에 기술된 분

석기법과 절차들은 최종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

른 것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각 조달의 복잡성과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분석내용

의 상세한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때에는 가격 분석을 하여야 한다(이 

subsection (b)와 15.404-3 참고).

(3)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개별 비용요소들의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

용 분석을 하여야 한다. 제안된 총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비용 분석을 할 수 있다.

(4) 가격의 합리성이나 가격 현실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비용/가격책정 자료 외의 정보를 

평가하는데 비용 분석을 이용할 수 있다.

(5) 계약관은 적절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제안자의 제안서나 계약자의 제안서에 대한 정부의 검토나 분석과 관련한 권고사항

이나 결론은 계약관의 동의 없이는 해당 제안자나 해당 계약자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한

다. 제안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비용/가격책정 자료나 비용/가격책정 자료 외의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에 대한 모순이나 착오(예, 계산의 중복·누락·오류)는 계약

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공군기술원(The Air Force Institute of Technology)과 연방조달원(Federal 

Acquisition Institute)은 가격책정 및 협상 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합동으로  5권 

세트의 계약 가격책정 참고지침(Contract Pricing Reference Guide)을 마련하였다. 5개

의 지침은 I. 가격 분석, Ⅱ. 계약 가격책정을 위한 양적 기법, Ⅲ. 비용 분석, IV. 계

약 가격책정에 관한 고급 이슈, V. 연방계약 협상기법이다. 이러한 참고자료들은 가격책

정 정책들을 가격책정 문제에 적용하는 세부적인 논의와 예시들을 제공한다. 지시하고 

전문적인 지도를 하기 위해 참고지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참고지침들은 지시하

는(directive) 것이 아니며, 오직 정보용으로만 생각하여야 한다. 이 참고지침들은 인터

넷 주소 http://www.acq.osd.mil/dpap/cpf/cont

ract_pricing_reference_guides.html. 에서 검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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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격 분석(Price analysis) 

(1) 가격 분석은 개별적 비용요소와 제안된 수익은 평가하지 않고, 제안된 가격을 검토

하고 평가하는 절차이다.

(2)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격분석 기법과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의 예로는 다음의 것들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는 않는다.

(i) 입찰요청서에 응하여 접수된 제안 가격들의 비교. 일반적으로 적절한 가격경쟁이 합

리적인 가격을 설정하게 한다(15.403-1(c)(1) 참고).

(ⅱ) 비교가 타당하며, 이전 가격(들)이 합리적이라면, 조달대상 품목과 동일하거나 유

사한 품목에 대한, 이전의 제안 가격·이전의 정부 계약가격·이전의 상업계약 가격과 

현재 제안된 가격을 비교

(ⅲ) 추가적인 가격책정 조사가 필요한 중요 모순이 드러날 수 있도록 파라메틱 추정 방

법을 사용/대략적인 비교기준(예, 파운드당 금액이나 마력당 금액, 또는 다른 단위당 금

액)을 적용 

(ⅳ) 공표된 가격 리스트들, 공표된 상품 시장가격들, 유사한 지수들(indexes), 그리고 

할인 조정이나 리베이트 조정들 간의 비교

(v) 정부의 비용 추정치와 제안된 가격들을 비교

(vi)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획득한 가격과 제안된 가격들을 

비교 

(vⅱ) 제안자가 제출한 가격책정 정보의 분석

(3) 15.404-1(b)(2)의 처음 2가지 기법들이 선호되는 기법들이다. 그러나 경쟁하고 있는 

제안된 가격들이나 이전 계약가격들에 관한 정보가,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결정

을 하기에 쓸모가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계약관이 결정한다면, 조달 상황에 적합한 다른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4) 가치 분석은 상품의 상대적인 가치를 알게 해주므로 정부는 이 section (b)(2)에 있

는 가격 분석기법과 함께 가치 분석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c) 비용 분석(Cos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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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 분석은 제안자의 제안서나 계약자의 제안서(비용/가격책정 자료 또는 비용/가

격책정 자료 외의 정보를 포함)에 있는 개별적 비용요소와 수익에 대한 검토와 평가이

며, 제안된 비용이 온당한 절약과 효율성을 추정하여 합당한 계약비용을 얼마나 잘 나타

내었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을 적용하는 것이다.

(2) 정부는 조달 상황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비용 

분석기법과 절차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과 절차들에는 다음이 해당된다. 

(i) 다음을 포함하여,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확인하고 비용요소들의 평가

(A) 우발적 사건(contingency)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우발적 사건의 발생 

타당성, 우발적 사건에 예정된 비용, 그리고 우발적 사건 발생 시 급여액

(B) 현재의 비용/가격책정 자료와 과거의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제안자

의 비용 경향을 예측

(C) 적절하게 조정되고 입증된 파라메틱 모델이나 비용과 추정의 관계를 적용하여 산출

된 추정치의 합리성 

(D) 감사를 거쳤거나 협의된 간접비율(indirect cost rates), 노무비, 이자 비용 또는 

기타 요소의 적용 

(ⅱ) 제안자의 현재 실행(practices)이 장래의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이 평가를 

실시할 때, 계약관은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과거의 실행이 장래의 비용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에 개발된 복잡한 장비의 생산에 대해 가격을 책정할 때에, 상

대적으로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계약관은 해당 장비에 들어가는 기본

적인 노무비와 재료비의 동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ⅲ) 제안자가 개별적인 비용요소들과 다음에 대해 제안한 비용들을 비교

(A) 동일한 제안자에 의해 이전에 발행한 실제 비용들

(B)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한 제안자나 기타 제안자의 이전 비용 추정치

(C)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접수된 다른 비용 추정치

(D) 기술자가 독자적으로 추정한 정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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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계획된 지출 예상치

(ⅳ) 제안자의 비용 제출이 31장(Part)의 계약비용 원칙과 절차 그리고 48 CFR 99(원가

계산기준)의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확인. 

(v) 계약자의 제안서를 정확하고 완전하며 현재성을 갖도록 하는데 필요한 비용/가격책

정 자료를, 계약자가 서면으로 제출하였는지 또는 확인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 

비용/가격책정 자료가 있다면, 계약관은 그 자료들을 입수하려고 해야 하고, 그것들을 

이용하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협상하여야 한다.

(vi) 하도급계약 비용을 평가할 때는, 제조-구매(make-or-buy)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결

과를 분석(15.407-2 참고)

(d) 비용의 현실성 분석(Cost realism analysis) 

(1) 비용 현실성 분석이란 제안자들이 제안한 비용 추정치의 특정 요소들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제안자가 과업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제안된 추정비용 요

소들이 실제적인지, 요건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반영한 것인지, 그리고 제안자의 기술제

안서에 기술되어 있는 고유의 이행방법과 재료에 일치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다.

(2) 비용 현실성 분석은 실비정산(cost-reimbursement)계약에서 각 제안자의 예상 이행

비용을 판단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i) 예상비용(probable cost)은 제안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제안자의 제안서를 결과

로 하여 체결할 계약의 비용에 대해 정부가 추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예상비용은 

최상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ⅱ) 예상비용은, 비용 현실성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비용요소들을 추가하거나 삭

제하여 비용을 실제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해 각 제안자가 제안한 비용(때에 따라서는 보

수 포함)을 조정함으로써 결정된다.

(3) 경쟁하는 제안자들이 새로운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과거 경험상 계약자가 제안한 비용으로 인하여 품질부족이 서비스부족이 야기된 

때에는, 경쟁적인 정액인센티브 계약에도 비용 현실성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 기타 정액-000 유형의 계약에도 사용할 수 있다.  비용 현실성 분석의 결과를, 

이행 중 발생할 위험을 판단하고 이행능력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입찰요

청서에 있는 기준을 사용하여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제안된 가격

을 조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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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기술 분석(Technical analysis) 

(1) 계약관은, 제안자가 제안한 자원(resources)이 필요한 것이고 합리적인지를 합당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과학·경영 분야에서 전문 

지식·기술·경력·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제안된 재료의 유형과 양·노동·공정·특수

한 도구·장비·부동산·폐기물의 적정성·제안서에 있는 기타 관련 요소들에 대한 기술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2) 최소한, 제안된 재료의 유형과 양·그 유형의 필요성·노동시간의 양·노동의 혼합

에 대해서는 기술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술요건을 이행할 수 있는 제안자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관련되는 자료나, 제안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가격 분석에 

관련되는 자료를 기술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f) 단가(Unit prices) 

(1) 적절한 가격경쟁이나 카탈로그 가격이나 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품목의 가격을 책정

하는 때를 제외하고, 단가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야 하고, 기본 

비용(예, 제조비나 조달비)에 비례하여야 한다. 각 품목들에 비용을 배분하여 단가를 왜

곡하는 방법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각 품목들 간에 비용을 동등하게 배분하

는 것은 기본비용에 편차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상용품목을 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절한 가격경쟁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계약

관은 제안서에 있는 공급품목 중 제안자들이 제조하지 않거나 중요한 가치에 기여하지 

않을 품목이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제안자들에게 요구하여야 한다(10 U.S.C. 2304와 41 

U.S.C. 254(d)(5)(A)(i)). 확인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해당 품목의 본질적인 가치가 간

접비를 적용함으로 인해 왜곡되었는지, 해당 품목은 제외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g) 불균형적인 가격책정(Unbalanced pricing)

(1) 불균형적인 가격책정은 이행 위험을 증가시키고, 비합리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

게 한다. 불균형적인 가격책정은, 평가된 총 가격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비용/가격 분

석 기법을 적용한 결과, 하나 이상의 계약 항목이 상당히 높거나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

타난 때에 존재하게 된다. 불균형적인 가격책정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다음의 

때에 발생한다.

(i) 개시작업, 생산능력, 시제품 또는 시제품 테스트가 개별적인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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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 수량과 옵션 수량이 개별적이다.

(ⅲ) 평가된 가격이 납품불확정계약(indefinite-delivery contract)에 의해 개별적으로 

주문되어질 것으로 추정된 수량의 가격을 모두 합한 것이다.

(2) 가격들의 균형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항목들이 있는 모든 제안서들을 분석하여야 한다. 비용/가격 분석 결과 제안이 균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온 경우에, 계약관은-

(i) 경쟁범위를 결정하고 공급원 선정 결정을 할 때에, 균형에 맞지 않은 가격책정으로 

인하여 정부에게 발생할 위험부담을 검토하여야 한다.

(ⅱ) 해당 계약을 낙찰함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은 계약이행 비용을 지급하게 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제안서의 균형이 맞지 않아 정부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한다고 계약관이 결

정한다면, 제안서를 거부할 수 있다. 

15.404-2  제안서 분석 증빙 정보 

(a) 상업현장의 가격책정 자료

(1) 구매기관(buying activity)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부적절한 때에, 계약관은 현장의 가격책정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계

약관은 기술이나 비용/가격책정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부가정보를 반영하도

록 요청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계약관은 정보의 유형과 세부사항의 수준을, 구매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화된 

자원 그리고 필요한 분석의 규모와 복잡성 정도에 일치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

으로 다음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장의 가격책정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i) 제안서(또는 하도급계약)의 비용요소와 관련된 기술보고서, 감사보고서 그리고 특별

보고서

(ⅱ) 가격책정 관행과 연혁에 관한 정보

(ⅲ) 영리성과 가격의 합리성을 계약관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다음을 포함) 

(A) 기록의 출처를 알기 위해 판매이력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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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특수 계약조건을 확인

(C) 해당 품목에 대해 관례상 승인되거나 제시된 할인을 확인

(D) 기존의 카탈로그나 가격표에서 해당 품목을 확인

(E) 제안자가 현재는 상용품목의 자격을 부여하려고 하지만 이전에는 상용품목으로 판단

되지 않았던 품목에 대한 변천 자료를 검증

(F) 영리성과 가격 합리성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시장조건을 확인

(ⅳ) 제안자의 사업 ․ 기술 ․ 생산 ․ 기타 능력 ․ 관행과 관련된 정보

(3) 현장의 가격책정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계약관은 협상과정을 포함한 조달과정 동안 

적절한 현장 전문가와 함께 팀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전문가들과 일찍부터 커뮤니

케이션하는 것이, 지원의 범위 ․ 지원이 필요한 특정 분야 ․ 현실적인 검토일정 ․ 검토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계약자의 공평한 조정 요청에 의하여 현장의 가격책정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계

약관은 43.204(b)(5)에 열거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현장의 가격책정 정보와 기타 보고서에는 내부소유정보(proprietary)와 공급원 선정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다(2.101 참고). 이 정보는 적절하게 확인되고 그에 따라 보호되

어야 한다. 

(b) 현장의 가격책정 정보를 보고

(1) 현장의 가격책정 정보를 검토하는 범위와 복잡성에 따라, 검토결과(뒷받침하는 근거 

포함)를 구두로, 서면으로, 기타 계약관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바로 계약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i) 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계약관과 현장의 가격책정 전문가는 가격 정보를 요청하고 

전달하는데 전화와/또는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도록 한다.

(ⅱ) 서면의 기술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계약관은 감사기관에게 보고서를 

요청한 계약관과 행정계약관에게 동시에 감사보고서를 전달하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완

료된 현장의 가격책정 지원 결과보고서는 감사 정보를 참고할 수 있으나, 감사 권고사항

과 기술 권고사항에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현장의 가격책정 관련인들이 계약관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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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정보의 사본을 감사 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서면으로, 전화나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되었는지에 상관없이, 감사 정보와 현장의 

가격책정 정보는 공식적인 계약관련파일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4.807(f) 참고).  

(c) 주 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에 대한 감사 지원

(1) 감사가 유일한 현장의 가격책정 정보인 때에는, 계약관이 직접 관할 감사 부서에 연

락할 수 있다. 감사부서는 계약관에게 직접 감사 보고서를 보내거나 감사 권고를 전송해

야 한다.

(i) 감사관은 계약관의 동의 없이 감사결론이나 권고를 제안자/계약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감사관은 계약자와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협의할 수 있다.  

(ⅱ) 감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감사관에게 공개된 

정보는 즉시 계약관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여

야 한다. 

(2) 계약관은 낙찰 전에 별도의 간접비 감사를 요청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전 12개

월 이내에 완료된 기존의 감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안된 간접비의 합리성을 

결정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41 U.S.C. 254d 와 

10 U.S.C. 2313). 

(3) 감사관은 감사의 범위와 수준을 책임진다. 계약관은 감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최

신 정보의 사본을 감사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감사관만이 제안자의 장부와 재무기록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렇다

고 하여도 계약관이나 관리계약관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제안서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

료나 기록을 제안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d) 불충분한 제안서. 제공된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여 검토나 감사가 불가능한 경우나, 

만족스러운 검토나 감사를 행하는데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기록에 대한 접근을 계약자나 

제안자가 거부하는 경우에, 관리계약관(ACO)이나 감사관은 계약관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구두로 통보한 사항은 즉시, 불충분하거나 거부된 자료나 기록을 기술

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계약관은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안자/계약자가 또다시 적절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필요

한 자료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계약관은 낙찰이나 가격조정을 하지 않고 이를 

상위 기관에 이관한다. 그리고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내용과, 다

른 공급원으로부터 해당 물품/서비스를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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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4-3 하도급계약의 가격책정 검토 

(a) 계약관은 하도급 계약 비용을 포함해 주계약 가격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계약관은 

주계약 가격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에, 계약자나 하도급 계약자가 승인된 구매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계약자가 하도급계약자가 제안한 가격을 비용분석하거나 가격분석하였는

지, 계약자가 주계약을 협상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가격을 협상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다고 하여, 계약관이 계약자가 제출한 자료와 하도급계약자의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분석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b) 주계약자나 하도급 계약자는 다음을 하여야 한다.

(1) 제안된 하도급 계약가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비용분석이나 가격분석

을 한다. 

(2) 가격제안서에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포함한다.

(3) 이 subsection (c)에 의하여 요구된 경우, 주계약자는 하도급계약자의 비용/가격책

정 자료를 자신의 비용/가격책정 자료의 일부로 정부에 제출한다.

(c)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계약자나 하도급계약자는, 15.403-1(b)에서

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하도급계약을 낙찰하기 전에, 구매 주문을 하기 전에, 비

용/가격책정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계약변경을 하기 전에, 비용/가

격책정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하도급계약의 금액이 다음의 두 금액 중 하나보다 낮은 경우 하도급계약의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해당 하도급계약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i) 1천1백5십만 달러 이상의 금액

(ⅱ) 비용/가격책정 자료의 기준금액 이상이고, 주계약자가 제안한 가격의 10%를 초과하

는 금액. 계약관이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해당하

지 않는다.

(2) 계약관은, 주계약의 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기

준금액(이 section (c)(1)의 금액)이하인 하도급계약자의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계약자

에게 제출하라고(또는 제출하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3) 하도급계약자의 비용/가격책정 자료는 15.408의 표15-2에서 정한 형식이나 입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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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정한 대체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4) 하도급계약자의 비용/가격책정 자료는, 가격을 합의한 날짜에 유효하며 정확하고 완

전한 것이어야 한다. 아니면 양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약자의 현행 비용/가격책정 자료 

증명서(Certificate of Current Cost or Pricing Data)에 정한 날짜에 유효하며 정확하

고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계약관은 공급원을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적

절하게 하도급계약자의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5) 어떤 과업에 둘 이상의 하도급계약 예정자가 있다면, 계약자는 낙찰을 받을 가능성

이 가장 높은 하도급계약 예정자의 비용/가격책정 자료만을 정부에 제출한다. 

15.404-4  수익(Profit) 

(a) 일반. 이 subsection은 비용 분석에 기초하여 가격을 협상할 때에, 협상 전 정부의 

목표가 되는 수익(profit)이나 보수(fee) 부분을 정하기 위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1) 협상 전에 설정한 목표수익이나 목표보수가 꼭, 계약자에게 돌아갈 순수입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순수입을 의미하기 보다는, 계약이행에 대해 계약자가 허용비용

(allowable costs)에 더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보상금(remuneration)을 의미한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정부가 추정하는 허용비용은, 정부가 협상 전에 목표한 총 금액과 

동일하다. 이행의 효율성 ․ 정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비용의 발생 ․ 계약형

태와 같은 요소들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추정했던 비용과 차이가 날 수 있듯이, 

계약자의 실제 수익이나 보수도 협상했던 수익이나 보수와 다를 수 있다. 

(2) 계약자가 효율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극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적 보상을 

하는 것, 정부와의 계약에 최고의 능력을 가진 대기업과 소기업을 유인하는 것, 성장 가

능한 사업기반을 후원하는 것이 정부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3) 정부와 계약자 모두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계약이행의 촉진제로서의 수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수익의 기능에 대한 적절한 인식 없이, 수익을 줄여 가격을 낮추려고만 

하는 협상은 정부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극히 낮은 수익을 협상한다거나, 지금까지의 

평균적인 수익을 사용한다거나, 추정된 총비용에 사전에 정해진 비율을 자동적으로 적용

하여 수익을 계산하는 것은 최적의 계약이행을 위한 적절한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

(b) 정책

(1) 협상 전의 목표수익이나 목표보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구조적으로 접근한다면, 관련

요소들을 모두 고려할 수가 있다. 1.301(c)의 권한에 따라, 계약하나에 10만 달러 이상

으로 연간 합계 총 5천만 달러 이상의 비경쟁적인 계약낙찰을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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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비용분석을 필요로 하는 조달에서 목표수익이나 목표보수를 결정하기 위해 구조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ⅱ) 구조적 접근방법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구체

적인 예외를 정할 수 있다. 

(2) 기관은 다른 기관의 구조적 접근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c) 계약관의 책임

(1) 비용분석 결과에 따라 가격을 협상하지 않는 때에, 계약관은 수익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

(2) 비용분석 결과에 따라 가격을 협상하는 때에, 구조적 접근방법을 가진 기관의 계약

관은 수익 분석에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구조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

관은 협상 전 목표수익이나 목표보수를 도출할 때에 이 subsection (d)(1)을 따른다.

(3) 계약관은 협상 전 목표수익이나 목표보수의 계산 기준으로, 정부의 협상 전 목표비

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관은 수익요소나 보수요소를 적용하기 전에, 목표비용에 포

함되어 있는 시설자금의 이자를 제외한다. 계약예정자가 상업적 조직들과의 계약에 대한 

비용원칙이 적용되는, 시설자금의 이자를 제안서에서 밝히거나 제시하지 않은 경우(31.2

절 참고), 시설자금의 이자는 이후에 계약을 체결할 때에 허용되는 비용이 될 수 없다

(15.408(i) 참고). 

(4)(i) 계약관은 10 U.S.C. 2306(d)와 41 U.S.C. 254(b)에서 부과된 다음의 한도를 초과

하는 금액으로 가격이나 보수를 협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A) 비용-정액보수 계약(cost-plus-fixed-fee contract)에 따라 이행되는 실험과업 ․ 개
발과업 ․ 연구과업의 보수는 해당 계약의 추정비용(보수 제외)의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공공사업이나 공공시설을 위한 건축가-설계자 서비스에서 설계서 ․ 계획서 ․ 도면 ․ 
규격서의 작성과 인도에 대한 계약금액이나 추정비용과 보수는, 공공사업이나 공공시설 

추정건설비(보수 제외)의 6%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C) 다른 비용-정액보수 계약의 보수는 해당 계약 추정비용(보수 제외)의 10%를 초과해

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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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격협상 각서나, 공정하고 타당한 가격결정을 뒷받침하는 기타 서류에 있는 계약

자의 서명은, 가격이나 보수가 법률적인 제한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계약관의 결정을 

증명하는 것이다.

(5) 계약관은 계약예정자에게 본인이 목표하는 수익이나 보수의 내역이나 근거를 제출하

라고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

다. 

(6) 기본계약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유형이며 동일하게 조합된 과업으로 계약을 변경하려

고 한다면, 그리고 총 계약금액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변경이 되는 것

이라면, 계약관은 기본계약의 수익율이나 보수율을 사용하여, 해당 변경에 대한 협상 전 

목표를 정할 수 있다.

(d) 수익분석 요소

(1) 공통 요소. 이 section (d)(1)(i)에서 (vi)까지 명시된 각 요소들이 확실히 부적절

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각 기관은 구조적 접근방법을 개발함에 있어 이

들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관은 구조적 접근방법의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수익을 분석할 때에 이들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i) 계약자의 노력. 이 요소는 과업의 복잡성과 계약예정자의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측정한다. 고도의 전문적인 관리기술이 필요한 계약에 더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시설·기술적 장점으로, 계

약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예정자에게도 더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계약자의 노력을 판단할 때에는, 이 subsection 

(d)(1)(i)(A)부터 (D)까지에 있는 하위요소들을 고려한다. 그러나 계약예정자들이 다음 

하위요소들의 비용을 열거하는데 사용한 범주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특정 상황에서

는 이 하위요소들을 변경할 수 있다.

(A) 재료 획득. 이 하위요소는, 필요한 부품과 재료·하도급계약을 맺은 물품들·특수 

공구들을 획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관리적 노력과 기술적 노력을 측정한다. 기존의 공급

원을 사용하든, 새로운 공급자나 두 번째 공급자를 찾든, 일반적인 구매주문을 통해 재

료를 얻든, 상세한 규격이 필요한 복잡한 하도급계약을 통해서 재료를 얻든지, 필요한 

품목의 복잡성과, 낙찰하고 관리할 구매 주문과 하도급계약의 수를 고려한다. 수익에 대

한 고려는 관련된 관리적 노력과 기술적 노력에 상당해야 한다.

(B) 직접노동의 전환. 이 하위요소는 직접적인 엔지니어링·제조·기타 노동이, 원재

료·데이터·하도급계약 맺은 품목을 계약품목으로 전환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측정한다. 엔지니어링의 다양성, 필요한 과학적 기술과 제조노동기술, 그리고 계약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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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감독과 조정의 양과 품질을 고려한다.

(C) 전환과 관련된 간접비. 이 하위요소는 간접비가 계약이행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측

정한다. 배분 가능한 간접비의 노동요소가 직접노동으로 처리된다면 받을 수 있을 수익

을 생각하여야 한다. 간접비에 들어간 다른 요소들의 성질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요소

들의 수익을 제한적으로만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들이 계약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간접비의 다른 요소들도 평가한다.

(D) 일반 관리. 이 하위요소는 계약예정자의 기타 간접비와 일반관리비(G&A expense), 

그들의 구성, 그리고 그것들이 계약 이행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측정한다. 간접비 항목 

안에 있는 요소들이 일상적인 비용(routine cost)이든, 예정된 계약에 상당히 기여를 하

는 요소이든지에 상관없이,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특별한 관리노력과 주의에 반대되는 

보통의 관리노력과 주의를 요구하든지에 상관없이, 간접비 항목에 속하는 노동이 직접노

동이라면 그 노동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ⅱ) 계약의 비용위험

(A) 이 요소는 이후에 체결할 계약 형태의 결과로 계약예정자가 맡게 될 비용 부담의 정

도와 위험부담의 정도를 측정하고, 계약 과제의 복잡성과 기간을 감안하여 추정된 비용

을 신뢰하여 계약예정자가 맡게 될 비용 부담의 정도와 위험부담의 정도를 측정한다. 계

약의 형태는 시기적절한 이행·비용효과적인 이행·효율적인 이행에 수반되는 위험과 밀

접하게 연관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이 요소는 더 많은 비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비례

하도록 계약자를 보상하여야 한다.

(B) 복잡한 일을 정한 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이행하기로 계약자가 합의한 확정

정액계약(firm-fixed-price contract)에서 계약자는 가장 큰 비용위험을 부담한다. 그러

나 일부의 확정정액계약에서는 다른 계약보다 비용위험이 상당히 적을 수 있다. 왜냐하

면, 예를 들어, 계약 과업이 덜 복잡하거나, 계약을 협상할 때에 계약자의 비용이 많이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위험요소가 적절하게 줄어들어야 한

다. 배분가능하고 허용가능한 비용에다 정해진 금액의 보수를 더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인, 비용-정액보수의 노력계약(cost-plus-fixed-fee, level-of-effort 

contract)에서 계약자는 가장 적은 비용위험을 부담한다. 

(C) 계약관은 비용위험 부담을 평가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재료

(time-and-materials) 계약, 노동-시간(labor-hour) 계약, 그리고 확정정액가격의 노력 

계약(firm-fixed-price, level-of-effort term contracts)을, 비용-정액보수 계약

(cost-plus-fixed-fee contracts)으로 처리한다.

(ⅲ) 연방의 사회경제적 프로그램. 이 요소는 소기업, 사회적 ․ 경제적 약자가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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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소기업, 소규모 여성기업, 소규모 퇴역군인 기업, 소규모 역사적저개발사업지

역(HUBZone) 기업, 소규모 상이용사 기업, 장애인보호 작업소와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같은 연방정부의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예정자의 지원 정도를 측

정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특별히 참여한 계약자에게 더 많은 수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ⅳ) 자본 투자. 이 요소는 계약자가 투자한 자본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계약이행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한다.

(v) 비용관리와 기타 과거 실적. 이 요소는 이전에 유사한 과업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

로 이행할 수 있었던 능력을 증명하였던 계약예정자에게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한다. 또한, 후속 계약에서 정부에 이익이 될 생산성 향상과 기타 비용 절감을 

가져온 계약예정자의 조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vi) 독자적 개발. 이 요소 하에서, 계약자는 계약 물품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노력의 대가로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계약관은 정

부의 공급원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발비를 보상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

다.

(2) 추가 요소. 사업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구조적 접근방법에 추가 

요소를 포함시키거나, 개별 계약행위의 수익을 분석할 때에 이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

다.

15.405 가격 협상

(a) 비용분석이나 가격분석을 실시하는 목적은 계약관과 입찰자(제안자)가 공정하고 합

리적인 가격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협상의 포지션을 만드는 것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이란 모든 비용요소에 대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거나, 반드시 

계약관의 최초 협상 포지션 내에서 합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권고의견·전문가들의 

보고서·계약자 구매시스템의 현 상태를 고려하여, 계약관은 입찰자(제안자)와 최종 합

의에 이르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판단을 하고, 최종 가격합의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

러나 계약관이 중요한 감사결과나 기타 전문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때에는, 가격

협상 문서에 협상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b) 계약관의 주된 관심은 정부가 실제로 지불할 총 금액(overall price)이다. 계약관의 

목표는 계약자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계약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계약자에게 가장 큰 동

기를 부여하는 형태의 계약과 가격을 협상하는 것이다. 계약의 형태와 가격은 위험과 불

확실성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므로 계약의 형태와 가격을 협상할 때에, 계약자와 정부에

게 발생할 위험과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계약관은 하나의 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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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몰두하지 말고 정부와 계약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총 가격을 도출할 수 있도

록 계약 형태·비용·수익이나 보수의 균형을 맞춘다.

(c) 정부의 비용 목표와 예정된 가격 구성은 목표수익이나 목표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익이나 보수는 상호 관련된 여러 변수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계약관은 비

용과 계약 형태에 일치하는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수익이나 보수에 합의해서는 안 된다. 

(d) 그러나 계약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계약자가 주장하거나 수익이나 

보수를 요구하고, 계약관이 모든 승인된 조치(대체 공급원의 개발 타당성 판단 포함)를 

취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 계약관은 해당 계약행위를 계약관보다 상위 직급으로 

이관시켜야 한다. 해당 행위의 처분사항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15.406 문서화

15.406-1 협상 전 목표 

(a) 협상 전 목표는 정부의 최초 협상 포지션을 설정한다. 그리고 계약관이 공정하고 합

리적인 가격을 결정하도록 도와준다. 협상 전 목표는, 현장의 가격책정 정보·감사보고

서·기술 분석·사실관계 판단 결과·정부의 독자적인 추정비용과 가격의 이력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들을 고려하여 계약관이 입찰자(제안자)의 제안서를 분석한 결과의 기준

이 된다.

(b) 계약관은 가격책정을 협상하기 전에, 협상 전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목표를 뒷받

침하는 분석의 범위와 수준은 가격책정 행위의 금액·중요성·복잡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야 한다. 비용분석이 필요한 경우, 계약관은 협상되어야 할 관련 문제점들, 비용 목

표와 수익/보수 목표를 서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15.406-2 현행의 비용/가격책정 자료 증명서(Certificate of Current Cost or Pricing 

Data)

(a) 비용/가격책정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계약관은 계약자에게 다음 포맷을 사용하여 현

행의 비용/가격책정 자료 증명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관련파일에 작성된 

증명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현행 가격자료 증명서(Certificate of Current Cost or Pricing Data) 

 __________*를 보완하기 위하여 계약관이나 계약관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비용

/가격책정 자료(연방조달규정(FAR) 2.101에 정의되어 있고 15.403-4에서 요구함)는 제가 

알고 있고 믿는 한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_______**일 현재의 자료임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증명은, 제안자와 정부 사이에 앞으로 있을, 제안의 일부인 사전합의와 가격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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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뒷받침하는 비용/가격책정 자료에도 해당됩니다.

회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번호가 있는 제안서, 가격조정 요청서 또는 관련된 기타 제출물을 밝힌다. (예, RFP 

번호)

** 가격 협상이 종료되고 가격 합의가 이루어진 연월일 아니면 가격 합의 일에 가장 근

접한 날짜로, 더 일찍 당사자 간에 합의한 일자

*** 서명을 할 때의 연월일을 기재한다. 그 일자는 가격협상이 종료되고 계약가격이 합

의된 날짜에 가능한 한 가까운 날짜여야 한다. 

(증명서 끝) 

(b) 증명서가, 장래의 비용을 추정하고 예측하는 계약자의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증명서는 판단이나 추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적용되는 것이다. 사실과 

판단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정확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현재의 자료가 아닌 

자료를 기초로 가격을 협상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보를 계약관이 가지고 있었다면, 

협상인의 입장에서 정보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이 부족하였다는 것으로 계약관의 책임이 

한정되지는 않는다. 

(c) 제안서 갱신과 관련하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관과 계약자는 마감일

(closing or cutoff dates)을 설정할 기준에 관해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마감일자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된 자료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하며, 가격을 협상하기 전에, 계약자는 

가장 최근의 마감일자로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일부 자료는 보통 주기적인 마감일 

전에는 합리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예, 실제 간접비), 보고서와 일치하는 마감 

일자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계약자의 관리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며 정부에게도 중

요한 문제에 관한 자료로, 계약자나 하도급계약자의 조직 내에 있는 자료는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은 각 조달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d) 비용/가격책정 자료 증명서를 갖고 있다고 하여도 계약자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분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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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정부의 요구로 제안자가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후에 예외가 적용되

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 해당 자료는 비용/가격책정 자료로 고려되지 않으며, 이 

subsection에 따른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15.406-3 협상에 관한 서류작성

(a) 계약관은 협상된 합의의 주요 원리들을 계약관련파일에 문서화하여야 한다. 문서

(예, 가격협상 각서(PNM))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상의 목적 

(2) 적절한 확인 번호(예, RFP 번호)가 들어간, 해당 조달에 대한 설명

(3) 협상에서 계약자와 정부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 직책, 조직

(4) 협상에서 영향을 미치고 고려된 범위까지의 계약자 시스템(예, 구매, 추정, 회계, 

보수)의 현 상태

(5) 비용/가격책정 자료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가격 협상 건에서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사용된 예외와 그 근거

(6)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요구하였다면, 계약관이-

 

(i) 제출된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신뢰한 정도와 가격 협상에서 그것을 사용한 범위

(ⅱ) 제출된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며 현재의 것이 아니라고 인식한 

정도, 그 결과로 계약관과 계약자가 취한 조치, 그리고 가격협상에 결함 있는 자료가 끼

친 영향

(ⅲ) 자료가 제출된 후 예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여 비용/가격책정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는 범위

(7) 계약자의 제안서 요약, 현장의 가격책정 권고와 해당 권고를 적절하게 변경한 사유, 

정부의 협상 목표, 그리고 협상 포지션. 비용분석을 토대로 하여 가격의 합리성을 결정

하는 경우, 결정사항을 요약할 때에 해당 결정을 뒷받침하는데 사용한 공급원과 자료의 

유형을 포함시킨다.

(8) 협상 전 목표의 설정과 협상된 합의를 좌우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나 고려사항. 그리

고 협상 전 목표와 협상된 합의 둘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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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회, 기타 기관들과 고위 공무원(즉, 즉시 계약(instant contract)의 낙찰과 검토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공무원)이 내린 지시가 행위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 범위까지 해당 지시가 끼친 영향을 논의 그리고 그 영향을 수량화

(10) 협상 전 목표수익이나 목표보수의 기준과 협상된 수익이나 보수의 기준

(11)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책정을 문서화

(b) 현장의 가격책정 지원을 받을 때마다, 계약관은 지원을 제공한 사무소에 협상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 더 효과적인 현장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15.407 비용/가격책정의 특수한 부분

15.407-1  결함 있는 비용/가격책정 자료

(a) 가격을 합의하기 전에, 제출된 비용/가격책정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현

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약관이 알게 된 경우에, 계약관은 즉시 계약예정자에

게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주어 결함 있는 자료가 계약금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액시키는

가에 주의하도록 한다. 계약금액을 협상할 때, 계약관은 결함을 정정하기 위해 제출된 

신규 자료를 고려하거나, 제출된 신규자료가 없으면 결함 있는 자료의 부정확성, 불완전

성이 비현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을 협상하는데 사용한 결함 있는 자료나, 결

함을 정정한 자료에 조정을 가하였다면 그 조정내용을 가격협상 각서에 반영하여야 한

다. 

(b)(1) 낙찰을 한 후에, 비용/가격책정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이 밝혀지거나, 

계약자나 하도급계약자의 현행가격자료증명서에 있는, 가격을 최종 합의한 날짜나 그보

다 일찍 양 당사자자들이 동의한 날짜에 유효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 정부는 

그 결함 있는 자료로 인하여 증가된 금액(수익이나 보수 포함)을 조정할 수가 있다. 이

러한 자격은 15.408(b)와 (c)에 명시된 조항들 중 하나를 계약서에 포함시킴으로써 보장

되고, 52.215-10(결함 있는 가격자료로 인한 감액)과  52.215-11(결함 있는 가격자료로 

인한 감액-변경)의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들은 계약자, 하도급계약예정자나 실

제 하도급계약자가 제출한 비용/가격책정 자료의 결함 때문에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

리를 정부에게 부여한다.  

(2) 가격을 조정할 때에, 계약관은 비용/가격책정 자료가 계약자에게 타당하게 유효했던 

시간과 정부가 결함 있는 자료를 신뢰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subsection (b)(1)에서 언급된 조항들은 정부의 가격조정권이 다음의 상황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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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i) 계약자나 하도급계약자가 유일한 단일 공급원이었거나 우위의 거래지위에 있었다.

(ⅱ) 계약자나 하도급계약자가 계약관으로 하여금 비용/가격책정 자료의 성질에 주의하

도록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지라도, 계약관은 문제가 된 비용/가격책정 자료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ⅲ) 계약은 총 계약비용에 대한 합의를 기초로 한 것이었고, 해당 계약에 따라 조달될 

각 품목의 비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다.

(ⅳ)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계약자나 하도급계약자가 해당 계약과 관련된 

현행의 비용/가격책정 자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4) 가격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비용/가격책정 

자료에 대해, 계약관은, 동일한 가격책정 행위에서 발생하는 높게 책정된 가격책정 자료

에 정부가 요구하는 금액까지, 이 subsection (b)(5)와 (6)을 조건으로, 상계(offset)를 

허용하여야 한다(예, 동일한 계약의 최초 가격책정이나 동일한 변경지시로 인한 가격책

정).

(5) 상계는 사실에 의해 증명되는 금액으로만, 다음의 경우에 허용되어야 한다.

(i) 계약자가 갖고 있는 지식과 믿음으로 볼 때, 요구되는 금액으로 상계 받을 권리가 

계약자에게 있다는 것을 계약관에게 보증한다.

(ⅱ)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비용/가격책정 자료가 현행의 비용/가

격책정 자료 증명서 상에 기재된 일자 전에는 유효하였다는 점을 계약자가 증명한다. 동

일한 비용그룹(예, 재료, 직접노동, 간접비)에 있는 항목에서만 상계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6) 다음의 경우에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i) 낮게 책정된 자료가 현행의 비용/가격책정 자료 증명서 상에 기재된 일자 전에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계약자가 알고 있었다.

(ⅱ) 계약자가 현행의 비용/가격책정 자료 증명서 상에 기재된 일자 전에 유효했던 자료

를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가격이 상계될 양만큼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실

관계를 정부가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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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i) 가격 조정 외에도, 정부는 초과지급(overpayment)된 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회수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정부는 이런 초과지급에 대한 벌금(Penalty Amount)을 받을 

수 있다. 초과지급은 정부가 인수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만 

발생한다. 32.001에서 정의되어 있는 계약자금(contract financing)으로 지급된 금액으

로부터는 초과지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ⅱ) 이자를 계산할 때에, 계약관은 다음을 하여야 한다. 

(A) 계약자에게 초과 지급된 하자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한다. 

(B) 초과 지급된 일자를 고려한다. (이자 계산을 위한 초과지급 일자는 완료되어 인수된 

해당 계약물품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진 날짜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에 부당한 가격책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 계약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구나 납품에 따라 주계약자에게 지급(완

료되어 인수된 하도급계약 품목에 대한 이루어진 지급도 포함)이 이루어진 날짜이어야 

한다.)

(C) 26 U.S.C. 6621(a)(2)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정한 이율을 사용하여, 미지급된 금액의 

이자율을, 정부가 대금을 초과 지급한 시점부터 이를 환불받을 시점까지 각 분기별로 적

용한다.

(ⅲ) 결함 있는 비용/가격책정 자료가 고의적으로 제출된 계약에서 벌금을 받아야 할 때

에, 계약관은 초과 지급된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받아야 한다. 계약관은 벌금과 관련한 

계약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조언을 구하여야 한다.

(ⅳ) 요구 서한에서, 계약관은 다음을 각각 포함시켜야 한다. 

(A) 환불할 금액

(B) (있다면)벌금액

(C) 지정된 날짜까지의 이자

(D) 환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언급

(c) 낙찰을 한 후에, 제공된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현재의 것이 아니었다

는 점 또는 협상 시점에 계약자가 자료를 적절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계약관이 알

게 되거나 그런 점들을 의심한다면, 자료의 정확성·완전성·현재성을 평가하는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감사 결과, 계약자가 확인한 자료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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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정부는 수익과 비용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다. 수익이 예상했던 것보다 컸다는 이

유나, 제출서류에 정해진 우발적인 상황(contingency)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관은 계약금액을 다시 책정할 수 없다. 

(d) 결함 있는 가격책정을 지적한 낙찰후 검토서(postaward review)를 기반으로 하여 받

은 자문 감사에 대해, 계약관은 제출된 자료에 결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자료를 신뢰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계약관은 계약자에게 문

제가 되는 자료의 정확성·완전성·현재성을 입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계약관은 판단

내용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모두를 문서화한 기록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관은 기록

문의 사본 1부를 감사자에게 송부한다. 그리고 해당 계약이 관리부서로 이관되었다면, 

관리계약관(ACO)에게도 사본 1부를 송부한다. 계약자에게도 기록문이나 계약관의 판단에 

관한 기타 통지를 제공한다.

(e) 계약자와 하도급계약자 둘 다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제출하여 계약자가 그 자료를 

확인했거나 확인했어야 하는 경우에, 하도급계약자가 제출한 결함 있는 비용/가격책정 

자료 때문에 주 계약의 금액이 상당히 증가하였다면, 정부는 52.215-10(결함 있는 비용/

가격책정 자료로 인한 감액)과 52.215-11(결함 있는 비용/가격책정 자료로 인한 감액-변

경) 조항에 따라서 주 계약의 금액을 감액할 권리를 가진다. 하도급계약자의 결함 있는 

자료가 하도급계약 금액의 추정액을 보증했든지 아니면 하도급계약자와 계약자가 합의한 

사항을 보증했든지 간에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

(f) 정부의 감사로 하도급계약자의 비용/가격책정 자료가 결함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주계약금액과 하도급계약금액의 감액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정부에게서만 입수

할 수 있다. 주계약자나 적절한 하도급계약자의 정보 요청이 있을 때 계약관은, 주계약 

금액의 감액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도까지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 공개로 인하여 정부 

보안이 위협받거나 거래비밀이나 기밀영업정보가 노출된다면, 계약관은 해당 정보가 부

적절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조건을 두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활용되는 정보는 주계약 금액을 감액하는 근거로써만 사용되어야 한다. 시정조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관은 주계약 금액의 감액을 결정하기 전에 주계약자에게 

합리적인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주 계약자가 가격을 합의할 때에 결함 있는 하도급계약 자료를 포함시켰는데, 후에 

금액이 더 낮은 하도급계약자와 하도급계약을 맺기로(또는 하도급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때에, 결함 있는 하도급계약 자료로 인한 주계약 금액의 조정은, 주계약의 금액을 책

정하는데 사용한 하도급계약금액과 실제 하도급계약금액 사이의 차액(적용 가능한 간접

비와 증가한 수익을 더함), 하도급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주계약의 금액을 책정하는데 

사용한 하도급계약금액과 계약자의 실제 비용 사이의 차액(적용 가능한 간접비와 증가한 

수익을 더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단, 실제 하도급계약금액을 바탕으로 

한 자료에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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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비정산계약(cost-reimbursement contracts)과 모든 정액가격계약(확정정액계약과,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계약은 제외)에서, 결함 있는 하도급계약자의 비용/가격책정 자료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하도급계약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15.408의 (b)와 (c)에 의하여 비용을 허용하지 않거나 승인하지 않는 기준이 된다. 정부

는 주계약 금액에 관한 최초 합의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 지급에는 지속적이고 직접

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갖는다. 

15.407-2 제조-구매 계획(Make-or-buy programs) 

(a) 일반. 주계약자는 필요한 하도급계약을 계획·체결·관리하는 것을 포함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기술적 위험을 최소화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조-구매 

계획이 필요한 때, 합리적인 계약금액의 협상·만족스러운 계약이행·사회경제적 정책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정부는 계약자의 제조-구매 계획을 심사하고 동의

할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하도급계약에 대한 동의와 계약자의 구매제도 검토는 별도의 

행위로 44장에서 다룬다.

(b) 정의. 이 subsection에서 사용하는“제조 품목(Make item)”이란, 주계약자나 주계

약자의 계열사·자회사·부서가 생산한 물품이나 수행한 과업노력(work effort)을 말한

다.

(c) 제조-구매 계획이 필요한 조달

(1)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요구하고, 추정금액이 1천1백5십만 달러 이상인, 협상에 의한 

조달에서, 계약관은 계약예정자에게 제조-구매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러나 예정된 계약이 연구개발인 때, 그리고 견본이나 기계설비(hardware)가 관련되어 중

요한 후속 생산을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추정금액이 1천1백5십만 달러 미만인 협상에 의한 조달에서는, 계약관이 다음을 하

는 경우에만, 계약예정자에게 제조-구매 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i) 제조-구매 계획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

(ⅱ) 계약관련파일에 사유를 문서로 작성

(d) 입찰요청서 요건. 계약예정자에게 제조-구매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입

찰요청서에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과 지원 정보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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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요소에 대한 설명. 예,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소기업·소

규모 약자기업·소규모 여성기업·소규모 퇴역군인기업, 역사적저개발 사업지역

(HUBZone)의 소기업·소규모 상이용사기업의 능력·역량·가능성, 노동과잉 지역(labor 

surplus area) 안이나 근처에 신규 시설을 설립, 납품일정이나 이행일정, 기술적 의사소

통과 일정 조절 관리, 독점적인 프로세스, 기술적 우월성이나 독점성, 관련된 기술적 위

험.

(e) 계획 요건. 제조-구매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제안서에 다음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되는 물품과 과업. 계약자로부터 요구되는 제조-구매 계획 정보는 주요 물품이

나 과업노력에 한정되어야 한다. 주요 물품이나 주요 과업노력이란 복잡하고 고가이며 

대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이거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비나 자산이 필요하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제조-구매 결정에 대한 회사의 관리 검토가 요구되는 것들이다. 원재

료(Raw materials), 상용품목(2.101 참고)과 규격품(46.101 참고)들이 계약비용이나 일

정에 끼칠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면, 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통, 추정된 총 계약금액

의 1% 미만 또는 기관이 정한 최소금액 미만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물품이나 과업노력은 

제조-구매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제안자의 계획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거나, 계획이 다음 정보에 의해 뒷받

침되어야 한다. 

(i) 각 주요 물품이나 과업노력에 대한 설명

(ⅱ) 각 주요 물품이나 과업노력을“제조(must make)”,“구매(must buy)”또는“제조 

또는 구매(can either make or buy)”의 범주로 분류 

(ⅲ)“제조 또는 구매”로 구분된 물품이나 과업노력에 대해서는,“제조”를 제안하거나

“구매”를 제안 

(ⅳ) 물품과 과업노력을“제조”나“구매”로 분류한 사유, 그리고“제조 또는 구매”로 

분류된 것을 “제조”로 제안한 사유나 “구매”로 제안한 사유. 사유에는 입찰요청서에 

명시된 평가요소에 대해 고려한 점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관이 제안자의 분류나 제안

을 평가하기에 충분하도록 자세하여야 한다. 

(v) 각 물품을 제조하거나 각 과업노력을 수행할 공장이나 부서의 지정, 그리고 기존 시

설이나 제안된 새로운 시설이 노동과잉 지역이나 그 주변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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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안된 하도급계약자의 신원, (알 수 있다면) 그들의 위치와 규모 상태(하도급계약

체결 계획의 요건에 관해서는 또한 subpart 19.7을 참고)

(ⅶ) 계획을 제출할 때에, 일부 물품이나 과업노력의 분류가 실현 불가능하다면, 제조나 

구매 결정을 연기할 것을 권고

(ⅷ) 계약관이 제조-구매 계획을 평가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기타 정보

(f) 평가, 협상 그리고 합의. 계약관은 예정된 제조-구매 계획을 접수한 후, 낙찰하기 

전에 가급적 신속히 평가하여 협상하여야 한다. 

(1) 제조-구매 계획이 계약서에 통합되어 들어갈 예정이고, 구매할 상품의 디자인 상태

로 인해 계약 전에는 주요 물품이나 과업노력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 

계약관은 계약예정자에게 서면으로, 52.215-9(제조-구매 계획의 변경이나 추가)에 따라 

이러한 물품이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추가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2) 물품이나 서비스가 계약자에 의해 일정하게 제조되거나 제공되지 않으면서 동일하거

나 더 낮은 가격으로 다른 회사로부터 입수(품질 ․ 수량 ․ 납품 ․ 기타 중요 요소를 고려

하여)할 수 있을 때, 또는 물품이나 서비스가 계약자에 의해 일정하게 제조되거나 제공

되지만 더 낮은 가격으로 다른 회사로부터 입수할 수 있을 때에, 계약관은 이런 물품이

나 서비스를 예정된“제조 품목”으로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 전체의 총 비

용이 낮아져서 또는 다른 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정부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면, 계약

관은 이런 물품이나 서비스를“제조 품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정액 인센티브

(fixed-price incentive) 계약이나 비용-인센티브 가산 계약(cost-plus-incentive-fee 

contract)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계약관은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계약서에 명

시하고, 이 물품이나 서비스는 52.215-9(제조-구매 계획의 변경이나 추가)의 (d)를 조건

으로 한다는 점을 기술하여야 한다(15.408(a) 참고). 계약자가 계약 이행 기간 동안에 

이러한 품목들의 분류를 바꿀 것을 제안한다면, 계약 금액은 공평하게 감액되어야 한다.

(g) 제조-구매 계획을 계약서에 반영. 계약관은 다음에 대한 협상 계약서에는 제조-구매 

계획을 반영시킬 수 있다. 

(1)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메이저시스템(34장 참고)이나 서브시스템, 또는 부속품

(2) 다음에 해당하는 기타 물품과 서비스

(i) 계약이 실비정산(cost-reimbursable) 계약이거나, 계약자의 비용 분담율이 25% 미만

인 비용분담 계약(cost-sharing contrac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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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약관이 기술적 위험이나 비용 위험 때문에 제조-구매 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하

는 것을 정부가 검토하거나 승인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15.407-3 선도 가격책정율 합의(Forward pricing rate agreements) 

(a)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요구받을 때, 제안자는 각각의 가격책정 제안서에 선도 가격

책정율 합의서(FPRAs)를 기술하고, 이미 제출한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그 합의에 따라

서 최신의 자료로 확인해주어야 한다. 이 합의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필요하다면 갱

신)는, 해당 자료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초의 계약금액이나 변경된 계약의 금액을 합의

하였을 당시의 자료라고 제안자가 증명한 모든 자료의 일부가 된다. 

(b) 선도 가격책정율 합의(FPRA)내용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 계약자는 모든 계약 ․ 변
경 ․ 기타 계약행위를 가격 책정할 때에는 그 근거로 FPRA를 사용할 것이다. 선도 가격책

정율 합의의 유효성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들은 즉시 관리계약관(ACO)에게 보고되

어야 한다. 조건이 변경되어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ACO가 판단한다면, ACO는 합의 

무효화로 인한 영향과, 개정된 FPRA를 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모든 이

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c) 계약관은 선도 가격책정율 합의(FPRA)나 다른 사전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는 시점에 증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증명을 요구

하는 계약행위의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 선도 가격책정율 합의나 다른 사전합의를 사용

하는 때에는, 그 계약행위를 뒷받침하는 증명이, FPAR나 다른 사전합의를 뒷받침하기 위

해 제공된 자료와 해당 행위를 보완하는 모든 다른 자료에 대한 증명을 포괄한다.

15.407-4 필수비용 검토(Should-cost review) 

(a) 일반 

(1) 필수비용 검토는 전문화된 비용분석의 한 형태이다. 필수비용 검토는 계약자의 취득 

원가(historical cost)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나타낸다고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평가방법과는 다르다. 필수비용 검토는 대신에 계약자의 기존 노동력·작업 방

법·재료·설비·재산·운영 체제·관리경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평가한다. 정부의 계

약 체결·계약 관리·가격 책정·감사·엔지니어링 분야의 대표들로 구성된 멀티기능 팀

에 의하여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필수비용 검토를 하는 목적은 정부계약의 이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계약자의 경제성과 효율성의 단기적, 장기적 개선을 촉

진하는 것이다. 또한 권고의 근거를 제시하고, 비용에 대한 영향을 수량화함으로써, 정

부는 협상을 위한 현실적인 목표를 더 잘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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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비용 검토에는 프로그램 필수비용 검토(이 subsection (b) 참고)와 간접 필수비

용 검토(이 subsection (c) 참고)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들 필수비용 검토는 함께 

이루어지거나 각각 이루어질 수 있다. 필수비용 검토의 범위는 계약자의 전체 운영(공장

전체의 간접비와, 선택된 주요 하도급계약자들을 포함)을 검사하는 대규모 검토에서 계

약자 운영의 특정 부분을 검사하는 소규모 검토에까지 이를 수 있다. 

(b) 프로그램 필수비용 검토(Program should-cost review) 

(1) 프로그램 필수비용 검토는, 보통 메이저시스템의 생산과 관련하여, 재료비와 노무비

와 같은 직접비 그리고 간접비의 주요 요소들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계약자의 제안

서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필수비용 검토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제안서에 대한 별도의 감

사보고서가 필요하다.

(2) 특히 메이저시스템을 조달하는 경우(34장 참고), 다음의 때에는 프로그램 필수비용 

검토를 고려하여야 한다.

(i) 이미 최초 생산이 일부 이루어졌다.

(ⅱ) 해당 계약이 단일 공급원 기준으로 낙찰될 것이다.

(ⅲ) 이후에 유사한 물품을 상당량으로 생산할 연간(year) 생산 수요가 있다.

(ⅳ) 조달대상의 비용이 증가하였던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v) 과업의 내용이 정해져 충분히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큰 변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vi) 필수비용 검토를 계획하고 적절히 이행할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

(vⅱ)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있거나, 필수비용 검토를 하는 동안 그 인력을 배정

할 수 있다.

(3) 계약관은 계약자 운영의 어떤 요소가 비용 절감을 위한 큰 잠재성을 가지는지를 판

단하여 그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인적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 현장에 있는 

정부 공무원의 전문성을 이용하여야 한다. 분석되어야 할 특정 요소가 계약 과업의 기능

인 경우, 통상적으로 제조·가격책정과 회계·관리와 조직·하도급 계약과 공급자

(vendor) 관리와 같은 요소들을 필수비용 검토에서 다룬다.

(4) 프로그램 필수비용 검토가 이루어진 조달에서는, 기관의 절차에 의해 작성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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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필수비용검토팀 보고서가 요구된다. 계약관은 계약 금액을 협상할 때에, 프로

그램 필수비용검토팀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협상을 완료한 후에

는, 시정하거나 처분하기로 계약자와 합의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와 함께, 비경제적이거

나 비효율적인 관행으로 확인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관리계약관(ACO)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관은 비경제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관행의 시정을 감시할 후속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5) 프로그램 필수비용 검토를 계획한 때에, 계약관은 이 사실을 조달계획이나 갱신된 

조달계획(7.1절 참고)과 입찰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c) 간접비 필수비용 검토(Overhead should-cost review) 

(1) 간접비 필수비용 검토는 부가급부·선적과 인수·부지·장비·감가상각

(depreciation)·공장의 유지와 안전·세금·일반적인 행정활동과 같은 간접비를 평가하

기 위하여 사용된다. 간접비 필수비용 검토는 보통, 선도가격책정율합의(FPRA)를 평가하

고 계약자와 협상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간접비 필수비용 검토가 행해진다면, 별도의 감

사보고서가 요구된다.

(2) 간접비 필수비용 검토를 위해 계약자의 현장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요소를 고려한

다. 

(i) 정부 사업의 금액 

(ⅱ) 정부의 참여 수준

(ⅲ) 정부 계약의 비경쟁 정도

(ⅳ) 제안 행위의 규모

(v) 메이저시스템이나 프로그램

(vi) 기업 개편, 합병, 취득 또는 인수(takeover)

(vⅱ) 기타 조건 (예, 회계제도·경영·영업 활동의 변경) 

(3) 간접비 필수비용 검토의 목적은 중요한 간접비 요소를 심도 있게 평가하고 비효율적

이고 비경제적인 관행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다. 간접비 필수

비용 검토가 프로그램 필수비용 검토와 함께 행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간접비 필수비

용 검토보고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관리계약관(ACO)에게는 간접비 필수비용 검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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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론과 권고사항, 또는 별도의 간접비 필수비용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

계약관은 계약자와 선도가격책정율합의(FPRA)를 협상할 때의 정부 입장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다. 관리계약관(ACO)은 비경제적이거나 비효율적

인 관행을 시정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후속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407-5  비용추계방법(Estimating systems) 

(a) 제안서를 작성할 때에 허용 가능한 추계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제안서의 정확성과 신

뢰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정부와 계약자 둘 다에게 이익이 된다. 관할 감사 activities

은 제안서들에 대한 검토 범위를 줄이고 협상 절차를 신속히 하며 제안서의 신뢰성을 높

이기 위하여, 선정된 계약자의 추계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 정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리

하여야 한다. 추계방법을 검토한 결과는 조사 보고서에 문서화되어야 한다.

(b) 감사관(auditor)은 추계방법에 관한 조사보고서 한 부와, 필요한 시정조치에 대한 

공식통보서 한 부를, 계약자와 실질적인 거래를 하는 계약부서들과 계약 관리부서에 송

부하여야 한다. 중요한 결함임에도 계약자가 시정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제안서를 분석

하고 협상할 때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15.408  입찰요청서 규정과 계약서 조항

 

(a) 제조-구매 계획에 대한 변경이나 추가. 제조-구매 계획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고자 하

는 경우, 계약관은 52.215-9(제조-구매 계획에 대한 변경이나 추가) 조항을 입찰요청서

과 계약서에 삽입하여야 한다. 덜 경제적인“제조”나“구매”분류가 상당한 가치를 가

진 품목으로 선택된다면, 계약관은 52.215-9와 다음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1) 정액가격 인센티브 계약(fixed-price incentive contracts)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Alternate I

(2) 비용-인센티브 가산 계약(cost-plus-incentive-fee contract)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Alternate Ⅱ. 

(b) 결함 있는 비용/가격책정 자료로 인한 감액.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나 하도급계약자로부터 필요한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얻으려고 한다면, 계약관은 

42.215-10(결함 있는 비용/가격책정 자료로 인한 감액)조항을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삽

입하여야 한다(15.403-4 참고). 

(c) 결함 있는 비용/가격책정 자료로 인한 감액-변경.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 

변경한 계약에 대한 가격책정을 위해 계약자나 하도급계약자로부터 필요한 비용/가격책

정 자료를 얻으려고 한다면, 계약관은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10-11(결함 있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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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책정 자료로 인한 감액-변경)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15.403-4참고). 이 section 

(b)에 기술된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d) 하도급계약자의 비용/가격책정 자료. 이 section (b)에 규정된 조항이 포함된다면, 

계약관은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15-12(하도급계약자의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삽입

하여야 한다. 

(e) 하도급계약자의 비용/가격책정 자료-변경. 이 section의 (c)에 규정된 조항이 포함

된다면, 계약관은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15-3(하도급계약자의 비용/가격책정 자료-

변경)을 삽입하여야 한다.

(f) 단가의 완전성(Integrity of Unit Prices) 

(1) 다음을 제외하고, 계약관은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15-14(단가의 완전성)의 조

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i) 간이조달 한도금액 이하의 조달

(ⅱ) Part 36에 따른 건설이나 건축가-엔지니어 서비스

(ⅲ) Part 41장에 따른 유틸리티 서비스

(ⅳ) 물품이 요구되지 않는 서비스 계약

(v) 상용품목(commercial item)의 조달

(vi) 석유제품에 대한 계약

(2) 적절한 가격경쟁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때 또는 기관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때에, 

계약관은 52.215-14와 그 Alternate I을 함께 삽입하여야 한다.

(g) 연금 조정과 자산 환수.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Part 

31에 따라 낙찰 전/후 비용결정을 할 경우에, 계약관은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15-15(연금 조정과 자산 환수)의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h) 시설자금의 이자. 계약관은 영리 조직과의 계약에 대한 비용 원칙을 따르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찰요청서에 52.215-6(시설자금의 이자)의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subpart 3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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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설자금의 이자 제외. 계약예정자가 자신의 제안서에 시설자금의 이자를 비용으로 

제안하지 않는다면, 계약관은 계약서에 52.215-17(시설자금의 이자 제외)의 조항을 삽입

하여야 한다. 

(j) 연금 이외의 은퇴후 혜택에 대한 계획의 전환 또는 조정.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요

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Part 31에 따라 낙찰 전/후 비용결정을 할 경우에, 계약관

은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15-18(연금 이외의 은퇴후 혜택에 대한 계획의 전환 또는 

조정)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k) 소유권 변경 통지.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subpart 

31.2에 따라 낙찰 전/후 비용결정을 할 경우에, 계약관은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15-19(소유권 변경 통지)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l) 비용/가격책정 자료의 요건이나 비용/가격책정 자료 이외 정보의 요건. 비용/가격책

정 자료나 비용/가격책정 자료외의 다른 정보를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면, 계약관은 

15.402의 체계를 감안하여, 입찰요청서에 52.215-20(비용/가격책정 자료의 요건이나 비

용/가격책정 자료 이외 정보의 요건)를 삽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또한 제안자에게 예

외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계약관은 다음을 하여야 한다.

(1) 이 section의 표 15-2에서 요구하는 포맷이 아닌, 비용/가격책정 자료의 포맷을 명

시하기 위해서는 52.215-20과 그 Alternate I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사본이 관리계약관(ACO)과 계약 감사관에게 송부된다면, 52.215-20과 그 

Alternate Ⅱ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송되어야 한다면, 52.215-20과 Alternate Ⅲ를 함께 사용하여

야 한다. 

(4) 예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

으나, 15.403-3에서와 같이 비용/가격책정 자료 외의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면, 

52.215-20을 그 Alternate Ⅳ로 대체하여야 한다.

(m) 비용/가격책정 자료의 요건이나 비용/가격책정 자료 이외 정보의 요건-변경. 변경을 

위하여, 비용/가격책정 자료나 비용/가격책정 자료외의 다른 정보를 요구할 것이 확실하

다면, 계약관은 15.402의 체계를 감안하여,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15-21(비용/가격

책정 자료의 요건이나 비용/가격책정 자료 이외 정보의 요건-변경)을 삽입할 수 있다. 

52.215-21은 또한 계약자들에게 예외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계약관

은 다음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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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section의 표 15-2에서 요구하는 포맷이 아닌, 비용/가격책정 자료의 포맷을 명

시하기 위해서는 52.215-21과 그 Alternate I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사본이 관리계약관(ACO)과 계약 감사관에게 송부된다면, 52.215-21과 그 

Alternate Ⅱ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송되어야 한다면, 52.215-21과 Alternate Ⅲ를 함께 사용하여

야 한다.

(4) 예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

으나, 15.403-3에서와 같이 비용/가격책정 자료 외의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면, 

52.215-21을 그 Alternate Ⅳ로 대체하여야 한다.

(n) 하도급관리비용(Pass-Through Charges)에 대한 제한

(1) 계약관은 52.215-23 조항을 포함하는 입찰요청서에는 52.215-22(-하도급계약의 노력 

확인) 규정을 삽입하여야 한다. 

(2)(i) (n)(2)(ⅱ)에서 규정하는 바는 예외로 하고, 계약관은 다음과 같은 과업지시나 

납품지시를 포함하는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15-23(하도급관리비용에 대한 제한)을 

삽입하여야 한다. 

(A) 민간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 52.215-23을 삽입한다. 

(1) 추정된 총 계약금액이나 주문 금액이 section 2.101에 정의된 간이조달 한도액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을 초과한다.

(2) 예상되는 계약형태가 subpart 16.3에 정의된 실비정산형(cost-reimbursement type)계

약이다.

(B) 국방부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 52.215-23을 삽입한다.

(1) 추정된 총 계약금액이나 주문 금액이 15.403-4에 규정되어 있는, 비용/가격책정 자

료를 획득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한다.

(2) 예상되는 계약형태가 다음을 제외한 계약 형태일 것으로 예상된다.

(i) 적절한 가격경쟁을 토대로 낙찰되는 확정정액가격 계약(firm-fixed-pri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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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절한 가격경쟁을 토대로 낙찰되는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가격 계약(fixed-price 

contract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ⅲ) 상용품목을 조달하기 위한 확정정액가격 계약

(ⅳ) 상용품목을 조달하기 위한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가격 계약

(ⅱ) 추정된 총 계약금액이나 주문금액이 15.408(n)(2)(i)에 따른 기준금액 이하인 때에 

해당 조항을 사용할 수 있고, 계약 형태에 있어서는 계약관이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판단한 때에,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

(ⅲ) 하도급관리비용이 계약체결 노력에 부가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을 계약예정자가 보

여주었다고 계약관이 판단한 때에는, Alternate I과 함께 52.215-23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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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계약 형태

16.001 정의

이 part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공보수 위원회(Award-Fee Board)”란 보수 결정관이 성공보수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지명된 사람들로, 성공보수 지급계획서에서 확인된 개인들의 팀을 말한다.  

“보수 결정관(Fee-Determining Official)”이란 지명된 기관 담당자로서, 각각의 평가기간 

동안 계약자가 받을 성공보수 금액을 결정할 때에, 성공보수 위원회의 권고서를 검토하

는 자를 말한다. 

“받지 못한 성공보수의 롤오버(Rollover of unearned award fee)”란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성공보수를 한 평가기간에서 다음 평가기간으로 이전하

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전에 받지 못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

공하게 된다.

Subpart 16.1-계약형태의 선택

16.101 일반

(a) 정부와 계약자는, 기관이 요구하는 온갖 종류와 수량의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는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 계약의 형태는 

다음에 따라서 다양해진다.

(1) 이행비용에 대해 계약자가 책임을 맡을 정도와 시기

(2) 특정 기준이나 목표를 성취하거나 초과하는 것에 대해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익 인센

티브 금액과 성질

(b) 계약의 형태는 크게, 정액계약(fixed-price contract, subpart 16.2 참고)과 실비정

산계약(cost-reimbursement contract, subpart 16.3 참고)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

다. 계약의 형태는 확정정액계약(계약자가 이행비용과 수익(profit)에 대해 전적으로 책

임을 진다)에서부터 비용-정액보수 가산 계약(계약자가 이행비용과 정액으로 협상한 보

수(수익)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 까지 다양하다. 이행비용과 수익/보수 인센티브

에 대해 계약자가 져야할 책임이, 계약이행 중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맞춰져 있는 다

양한 인센티브 계약들은 이 사이에 있다. 

16.102 정책

(a) 봉함입찰을 통한 계약은 확정정액계약이거나,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계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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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art 15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정부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계약이거나 

그런 계약들을 조합한 형태의 계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part에서 제한된 사항은 예

외(10 U.S.C. 2306(a)와 41 U.S.C. 254(a) 참고)로 한다. 그리고 이 FAR 규정에 기술되

어 있지 않은 계약형태는 사용할 수 없다. subpart 1.4에 따라 FAR에서 벗어난

(deviation) 경우는 예외로 한다.

(c) 비용-비용에따른비율(%) 가산 계약(cost-plus-a-percentage-of-cost)형태는 사용해

서는 안 된다(10 U.S.C. 2306(a)와 41 U.S.C. 254(b) 참고). 확정정액계약이 아닌 주 계

약(서신계약 포함)은, 비용-비용에따른비율(%) 가산 하도급계약을, 적절한 조항을 두어 

금지시켜야 한다(실비정산계약에 대해서는 subpart 44.2를 참고하고, 정액계약에 대해서

는 subpart 16.2를 참고).

(d) 이 part에서 요구하는 결정문(D&F's)의 내용을 집행하기 전에는 어떠한 계약도 낙찰

해서는 안 된다. 이 part에서 요구하는 결정문(D&F's) 내용의 최소 요건에 대해서는 

1.704에 규정되어 있다.

16.103 계약형태에 대한 협상

(a) 계약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협상해야 할 문제이며, 합리적인 판단력을 요

구한다. 계약형태를 협상하는 것과 가격을 협상하는 것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합

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약자에게 타당한 위험부담을 지게하고, 효

율적이고 시장가격조정부인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계약자에게 최대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계약형태와 가격(또는 추정 비용과 보수)을 협상하기 위한 것이다. 

(b) 기업체의 이윤추구 동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계약형태인 확정정액계약은, 관련된 위

험이 아주 적거나 위험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을 때에 사용되

어야 한다. 하지만 가격을 확정할 수 있는 합당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계약형태를 따져보고 계약이행과 수익을 적절하게 결부시킬 수 있는 계약형태(또는 여러 

형태의 조합)를 선택하도록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c) 조달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일련의 계약들이나 단일장기계약, 바뀐 환경들로 인하여 

처음에 사용했던 계약형태보다 더 적절한 계약형태로 바꿀 수 있다. 특히, 전보다 더 확

정적인 가격을 책정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체험을 한 후에는 계약관은 실비정산계약

이나 시간-재료 계약형태를 연장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d) 특정한 계약형태를 선택한 이유를 알려주는 문서를 계약관련파일(contract file)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조달절차에 따른 정액가격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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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이저 시스템 계약이나 연구개발계약 이외에 확정정액가격을 기준으로 한 계약

(3) 봉함입찰 부분 할당(set-asides) 중에서 소기업을 위한 할당에 따른 낙찰

16.104 계약형태를 선택할 때 고려할 요소

계약형태를 협상하고 선택할 때, 계약관이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이 있다. 그 요인들

에는 다음 것들이 포함된다.

(a) 가격 경쟁.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가격경쟁을 하면 현실적인 가격을 책정할 수 있

다. 그래서 정액계약은 보통 정부에게 이익이 된다.

(b) 가격 분석. 경쟁여부와 상관없이, 가격 분석은 계약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가격 분석이 어느 정도로 현실적인 가격책정 기준을 제공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15.404-1(b) 참고).

(c) 비용 분석. 효과적인 가격경쟁이 존재하지 않고, 가격 분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는, 입찰자(제안자)와 정부의 비용 추정(견적)이 계약가격책정의 협상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이행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그 불확실성이 비용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계약자에게 합당할 정도의 비용 책임을 지우는 계약

형태를 협상할 수가 있다.

(d) 조달 형태와 복잡성. 복잡한 조달, 특히 정부에게만 고유한 조달들은 보통 정부에게 

더 큰 위험부담을 지운다. 복잡한 연구개발계약에 있어, 이행의 불확실성이나 이행의 변

경가능성이 사전에 이행비용을 추정(견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때에는 특히 그러하다. 

조달이 반복되거나 대량생산에 착수하게 되면, 비용에 대한 위험은 계약자에게로 옮겨가

므로, 정액계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e) 조달의 긴급성. 긴급성이 주요 요소인 경우에, 정부는 위험의 더 많은 부분을 부담

하거나, 계약자가 계약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f) 이행 기간 또는 생산 기간.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인 계

약을 다시 연장하는 계약은 시장가격조정 조건을 필요로 할 수 있다.

(g) 계약자의 기술적 능력과 재정 책임성

(h) 계약자 회계시스템의 적합성. 확정정액계약 이외의 계약형태에 합의하기 전에, 계약

관은 계약자의 회계시스템이 예정된 계약형태가 요구하는 형태의, 모든 필요한 비용 자

료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계약형태가 계약이 이행되는 중에 가격

을 수정할 때에, 또는 실비정산계약을 고려하고 있고, 계약자와의 모든 현 경험과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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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이 정액가격을 기준으로 한 때에, 이 요소는 중요할 수 있다.

(i) 병행되는 계약들. 예정된 계약에 따른 이행이 다른 계약들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계약들이 끼칠 수 있는 영향과 그 계약들의 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j) 하도급계약체결의 범위와 성질. 계약자가 넓은 범위에 걸친 하도급계약을 제안한 경

우에는, 주계약자(prime contractor)에게 실제 위험부담을 지우는 계약형태를 선택하여

야 한다.

(k) 조달 경력. 조달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보통 계약자의 위험부담이 감소한다. 이

행 대상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16.105 입찰요청서 규정

계약관은 입찰요청서에 52.216-1(계약 형태)에 있는 규정을 완성하여 삽입한다. 단, 

52.216-1에 있는 규정이 다음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a) 간이조달절차에 따른 정액가격의 조달

(b) 정보나 기획 의도

16.202 확정정액계약(firm-fixed-price contracts)

16.202-1 일반

확정정액계약은 계약을 이행하는 계약자의 비용(cost) 경험(증감)에 따라서 조정되지 않

는 가격을 규정한다. 이 계약형태는 계약자에게 모든 비용과 손익에 대한 위험부담과 책

임을 지운다. 이 계약형태는 계약자가 비용을 관리하여 효과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

도록 최대 인센티브(maximum incentive)를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당사자에게는 최

소한의 관리 책임을 부과한다. 계약관은, 성공보수나 인센티브 보수의 기준을 비용이 아

닌 요소(factors)하는 때에는, 성공보수 인센티브(16.404 참조)와 성능/납품 인센티브제

(16.402-2와 16.402-3 참고)를 명시한 확정정액계약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

센티브제를 사용하는 때에도, 계약형태는 확정정액계약이다. 

16.202-2 적용

다음 경우처럼 계약관이 초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때에, 상용 품

목의 조달(Part 2 및 12 참조)이나, 합리적으로 정해진 기능 규격이나 상세 규격에 따른 

물품/서비스 조달에는 확정정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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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절한 가격경쟁이 있다.

(b) 현 조달 대상 물품/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서비스를, 이전에 경쟁 구매하

였거나 타당한 비용/가격책정 자료로 구매하였던 내역을 통하여 합리적인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다.

(c) 이용 가능한 비용/가격책정 정보를 통하여, 이행에 따른 예상 비용을 현실적으로 추

정(estimate, 견적)할 수 있다.

(d) 이행에 있어 불확실한(임시) 상황들을 알 수 있고, 불확실한 상황들이 비용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자가 관련 위험부담을 추정한 

확정정액가격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16.203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계약(Fixed-price contracts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16.203-1 설명

(a)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계약은, 조건으로 지정된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정해

진 계약가격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시장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에

는 일반적인 세 가지 형태가 있다.

(1) 정해진 가격에 기초한 조정. 이러한 가격조정은 특정 품목이나 계약 품목의 알려진 

가격이나 정해진 가격에 대한 합의된 수준의 증감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2) 실제 노무비나 재료비에 기초한 조정. 이러한 가격조정은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실제로 사용한 노무비나 재료비의 증감에 따라 이루어진다.

(3) 노무비나 재료비 지수(index)에 기초한 조정. 이러한 가격조정은 노무비나 재료비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한 기준이나 지수의 증감에 따라 이루어진다.

(b) 계약관은 비용이 아닌 다른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성공보수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때에는, 성공보수 인센티브제(16.404 참고)와 성능/납품 인센티브제(16.402-2와 

16.402-3 참고)를 정액계약 방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6.203-2 적용

다음의 경우에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계약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i) 연장된 계약 이행 

기간 동안에 시장이나 노동조건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의심스러운 경우에 (ii) 계약 가격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contingency)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약서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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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다루고 있는 경우. 정해진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조정은 일반적으로 산업계

에서 벌어진 불확실한 상황에 제한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노무비나 재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가격조정은 계약자의 통제를 벗어난 불확실 상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봉합입찰계

약에 있어서의 시장가격조정 조건의 사용은 14.408-4를 참조한다.

(a) 가격조정이 이루어질 기준가격 수준을 설정할 때에, 계약관은 예비비(contingency 

allowance)가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조정 조항에 따라 계약자가 요청한 조정가격 둘 다에 

중복되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b) 비용/가격책정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 계약관은 가격조정이 이

루어질 기준가격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의 증

명을 요구할 수 있다.

16.203-3 제한

노무비나 재료비의 심각한 변동으로부터 계약자와 정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거나, 계약

자가 정한 가격이 변동될 때에 가격조정을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계약관이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계약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16.203-4 계약 조항

(a) 정해진 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격조정-표준품(standard supplies)

(1)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관은 52.216-2(시장가격조정-표준품)조항이

나, 이 subsection (a)(2)에 따른 기관 규정을, 다음의 모든 조건을 적용하는 입찰요청

서와 계약서에 삽입한다.

(ⅰ) 정액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ⅱ) 해당 요건이, 정해진 카탈로그 가격이나 시장 가격을 가진 표준품에 관한 것이다.

(ⅲ) 계약관이 16.203-3에 따른 결정을 하였다.

(2) 이 subsection의 (a)(1)에 있는 모든 조건을 적용하지만, 52.216-2 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계약관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관은 52.216-2 대신에 기관이 정한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

(3) 협상된 단가가, 카탈로그/리스트 가격에서 영업할인(trade discount)을 적용한 정가

(net price)를 반영한 경우에는, 계약관은 카탈로그/리스트 가격과 할인 둘 다를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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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파일에 기록해두어야 한다(신속한 지급, 현금 할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b) 정해진 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격조정-준표준(semistandard) 물품

(1)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관은 52.216-3(시장가격조정-준표준품)조항

이나, 이 subsection (b)(2)에 따른 기관 규정을, 다음의 모든 조건을 적용하는 입찰요

청서와 계약서에 삽입한다.

(ⅰ) 정액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ⅱ) 해당 요건이 준표준 제품에 대한 것으로, 준표준품의 가격은, 정해진 카탈로그 가

격이나 시장 가격을 가진 표준품의 가격과 연관될 수 있다.

(ⅲ) 계약관이 16.203-3에 따른 결정을 하였다.

(2) 이 subsection의 (b)(1)에 있는 모든 조건을 적용하지만, 52.216-3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계약관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관은 52.216-3 대신에 기관이 정한 조항

을 사용할 수 있다.

(3) 협상된 단가가, 카탈로그/리스트 가격에서 영업할인(trade discount)을 적용한 정가

(net price)를 반영한 경우에는, 계약관은 카탈로그/리스트 가격과 할인 둘 다를 계약관

련파일에 기록해두어야 한다(신속한 지급, 현금 할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관과 계악자는 무엇을 표준품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표

준품에 부합하는 계약서상 품목은 무엇인지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5) 해당 물품이 표준(보존 요건, 포장 요건은 제외)인 경우에는, 본 조항보다는 

16.203-4(a)를 사용하여야 한다.

(c) 실제 노무비나 재료비를 기준으로 한 가격조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관은 52.216-4(시장가격조정-노동과 재료)

의 조항과 상당히 동일한 조항이나, 이 subsection (c)(2)에 따른 기관 규정을, 다음의 

모든 조건을 적용하는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삽입한다.

(ⅰ) 정액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ⅱ) 디자인 엔지니어링 작업이나 디자인 개발 작업에 중요한 요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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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하나 이상의 확인 가능한 노무비나 재료비 요소가 변경될 수 있다.

(ⅳ) 계약관이 16.203-3에 따른 결정을 하였다.

(2) 이 subsection의 (c)(1)에 있는 모든 조건을 적용하지만, 52.216-4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계약관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관은 52.216-4 대신에 기관이 정한 조항

을 사용할 수 있다.

(3) 계약관은 계약서 Schedule에 다음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ⅰ) 조항에 따른 조정 대상인 노무 및 재료의 형태

(ⅱ) 증감할 수 있는 노무 급료, 부가 급부(있는 경우)와 재료의 단가

(ⅲ) 계약에 따른 납품 대상(unit)에 할당될 수 있는 특정 노무량 및 재료량

(4) 해당 조항에 의한 조정사항을 협상할 때에, 계약관은

(ⅰ) 노무 급료, 부가 급부(있는 경우)나 재료 가격이 변경되는 시점에 진행 중인 작업

과 그 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료의 양을 고려하여야 한다.

(ⅱ) 간접비(indirect cost)(31.205-6(m)에 정한 부가 급부는 제외)나 수익(profit)은 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ⅲ) 계약 Schedule에 명시되어 있는 부가 급부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d) 노무비나 재료비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조정. 계약관은 이 subsection (d)(1)과 

(d)(2)에 기술된 상황 하에서, 노무비나 재료비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시장가격조정 조

항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노무비나 재료비 지수를 기준으로 한 가격조정을 규정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때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ⅰ) 이행을 개시한 이후 1년을 경과하여 발생한 비용이 상당하고,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

(ⅱ) 조정 대상인 계약 금액이 상당히 클 때

(ⅲ) 노무와 재료에 대한 경제적 변동이 너무 심하여 이런 유형의 조정 조항 없이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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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계약자 간에 합리적인 위험 배분이 어려운 때

(2) 이런 방식의 가격조정 조항은 기관 절차에 따라서 작성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발생

할 수 있는 상황과 조항의 표현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적인 조항을 기술하지는 

않는다.

16.204 정액 인센티브 계약(fixed-price incentive contracts)

정액 인센티브 계약이란 총 목표원가(target cost)에 대한, 최종 합의된 총 원가의 관계

를 기준으로 한 공식을 적용하여, 수익(profit)을 조정하고 최종계약금액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액계약이다. 정액 인센티브 계약은 subpart 16.4(인센티브 계약)의 적

용을 받는다. 이 계약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 적용, 제한사항을 알고자 한다면 16.403

을 참고한다. 규정 조항들은 16.406에서 확인한다.

16.205 장래 가격 재결정부 정액계약(fixed-price contracts with prospective price 

redetermination)

16.205-1 설명

장래 가격 재결정부 정액계약은 다음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한다.

(a) 최초의 납품기간이나 이행 기간에는 확정정액가격으로 한다.

(b) 정해진 시기에 또는 계약을 이행하는 중에, 후속 이행 기간에 대한 가격을 재결정한

다. 

16.205-2 적용

최초 이행 기간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확정정액가격을 협상할 수 있으나, 후속 계약이

행 기간에는 그 협상이 어려운 대량 생산 조달이나 서비스 조달에, 장래 가격 재결정부 

정액계약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a) 최초 이행 기간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확정정액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

이어야 한다. 이후 가격을 책정할 기간들은 최소 12개월은 되어야 한다. 

(b) 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과, 해당 상황들이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

향을 평가하여 산출된 상한 가격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한 가격은 계약

자가 위험을 부담할 정당한 부분(portion)을 감안하여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일단 상한 

가격이 정하여지면, 계약에 명시된 상황에 따른 공정한 조정이나, 계약 가격의 수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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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계약 조항을 적용하는 때에만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6.205-3 제한

이 계약형태는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할 수 없다.

(a) 다음과 같이 협상이 성립되었다.

(1) 확정정액계약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16.202-2 참고).

(2) 정액 인센티브 계약은 더 적절하지 않다.

(b) 계약자의 회계시스템이 가격을 재결정하는데 적절하다.

(c) 계약자의 회계시스템 운영과 일치할 수 있도록, 장래 가격책정 기간을 결정할 수 있

다.

(d) 명시된 시기에 신속하게 가격 재결정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다.

16.205-4 계약 조항

   

정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16.205-2와 16.205-3의 (a)부터 (d)를 적용하고, 협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관은 52.216-5(가격 재결정-장래 가격) 조항을 해당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삽입하여야 한다. 

16.206 소급가격 재결정부 정액상한가격 계약(fixed-ceiling-price contracts with 

retroactive price redertermination)

16.206-1  소급가격 재결정부 정액상한가격 계약은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다.

(a) 정액상한가격

(b) 계약의 완료 이후에, 상한가격 내에서 소급가격 재결정

16.206-2 적용

소급가격 재결정부 정액상한가격 계약은 10만 달러 이하의 연구개발계약에 적절한데, 공

정하고 합리적인 확정정액가격을 협상할 수 없고 계약금액과 짧은 이행 기간으로 인하여 

다른 정액계약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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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자가 정당하게 위험 부담해야 할 부분을 감안하여 상한가격을 협상하여야 한다. 

계약에 명시된 상황에 따른 공정한 조정이나, 계약 가격의 수정을 규정하고 있는 계약 

조항을 적용하는 때에만, 설정된 상한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b) 상황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청구 가격(billing price)을 협상한 후에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c) 이러한 계약 형태는 계약자에게 상한가격 외에는, 어떠한 비용관리 동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관은 낙찰 전 논의과정에서, 소급적으로 가격을 재결정할 때에 계약자

의 관리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고려할 것이라는 점을 계약자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6.206-3 제한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계약형태를 사용하지 못한다.

(a) 해당 계약이 연구개발을 위한 것이고, 추정 비용이 10만 달러 이하이다.

(b) 계약자의 회계시스템이 가격을 재결정하는데 적절하다.

(c) 명시된 시기에 신속하게 가격 재결정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다.

(d) 계약시행기관의 장(기관의 절차가 더 높은 수준의 공직자를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공직자)이 서면으로 계약의 사용을 승인한다.

16.206-4 계약 조항

정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16.206-2와 16.206-3의 (a)부터 (d)를 적용하고, 협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관은 52.216-6(가격 재결정-소급) 조항을 해당 입찰

요청서와 계약서에 삽입하여야 한다. 

16.207 확정정액가격의 노력계약(firm-fixed-price, level-of-effort term contracts)

16.207-1 설명

확정정액가격의 노력계약은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a) 계약자는 지정된 기간 동안에, 일반적인 조건으로만 명시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특정 수준의 노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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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부는 계약자에게 정해진 액수의 금액을 지급한다.

16.207-2 적용

확정정액가격의 노력계약은 특정 연구개발(R&D) 분야에 필요한 조사나 연구 작업에 적절

하다. 계약의 산출물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요구된 노력을 기울여 달성한 결과를 보여

주는 보고서를 말한다. 그러나 달성된 결과보다는 기울인 노력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금

액을 지급한다.

16.207-3 제한

이 계약형태는 다음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a) 요구되는 업무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

(b) 요구되는 노력의 수준을 확인하고 사전에 그 수준을 합의한다.

(c) 계획된 노력을 다하지 않고는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d) 계약 가격이 10만 달러 이하이다.(단, 계약부서장이 승인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

다)

Subpart 16.3 실비정산계약(cost-reimbursement contracts)

16.301 일반

16.301-1 설명

실비정산계약은 계약서에 정한 한도 내에서, 정당하게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는 계약이

다. 이러한 계약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리고 계약관의 승인 없이는 계약자가 초

과할 수 없는(계약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 비용의 상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총 

추정 비용을 정한다. 

16.301-2 적용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비용을 추정할 수 없어서 정액가격계

약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만 실비정산계약을 사용한다.

16.301-3 제한

(a) 다음의 경우에만 실비정산계약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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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의 회계시스템이 해당 계약의 적절한 비용을 결정하는데 적절하다.

(2) 계약이행 기간 동안 적절한 정부 감독을 통해, 효율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효과적인 

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b) 상용 품목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실비정산계약의 사용을 금한다(Parts 2 및 12 참

고).

16.302 실비계약(cost contracts)

(a) 설명. 실비계약은 계약자가 보수(fee)를 받지 않는 실비정산계약의 하나이다.

(b) 적용. 실비계약은 특히 비영리 교육기관이나 기타 비영리 조직과의 연구개발  작업

에 적절하다.

(c) 제한. 16.301-3을 참고한다.

16.303 비용분담계약(cost-sharing contracts)

(a) 설명. 비용분담계약은 계약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정당한 비용 중 합의된 부분의 

비용만을 상환 받는 실비정산계약이다.

(b) 적용. 계약자가 보상 이익을 기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비

용분담계약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c) 제한. 16.301-3을 참고한다.

16.304 비용-인센티브 가산 계약(cost-plus-incentive-fee contracts)

비용-인센티브 가산 계약은 처음에 협상한 보수를 이후에, 총 목표cost에 대한 총 허용

비용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공식을 적용하여 조정하는 실비정산계약이다. 비용-인센티브 

가산 계약은 Subpart 16.4(인센티브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계약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과 적용에 대해 알고 싶다면 16.405-1을 참고하라. 제한사항에 관해서는 

16.301-3을 참고하라.

16.305 비용-성공보수 가산 계약(cost-plus-award-fee contracts)

비용-성공보수 가산 계약은, (a) 계약 초기에 정한 기본 금액(없을 수도 있음)과 (b) 계

약을 훌륭하게 이행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에 충분하고, 정부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 

성과 금액으로 구성된 보수를 규정하는 실비정산계약이다. 비용-성공보수 가산 계약은 

subpart 16.4(인센티브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계약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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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알고 싶다면 16.401(e)을 참고하라. 제한사항에 관해서는 16.401(e)(5)을 참고하

라.

16.306 비용-정액보수 계약(cost-plus-fixed-fee contracts)

(a) 설명. 비용-정액보수 계약은, 계약초기에 고정액으로 협상한 보수를 계약자에게 지

급할 것을 규정하는 실비정산계약이다. 정액의 보수는 실제 비용에 따라 변하지 않으나, 

계약에 따른 이행 업무가 변화하면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계약형태는 계약자에게 큰 

위험부담이 될 수 있는 노력(efforts)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비용관리 면에서는 최소한의 동기만을 부여한다.

(b) 적용

(1) 16.301-2의 조건이 존재하는 때에는, 비용-정액보수 계약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

절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ⅰ) 해당 계약이 연구나 사전 탐구나 조사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필요한 노력의 정도

를 알 수 없는 경우

(ⅱ) 해당 계약이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것으로, 비용-인센티브 가산 계약 방식을 사용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사전 탐구와 조사, 위험감소(risk reduction)를 통해 판단할 때 메이저 시스템

(major system)(Part 34 참고)의 개발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확실한 실행 목표와 일정

을 세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메이저 시스템 개발에는 비용-정액보수 계약 방식을 사용

해서는 안 된다. 

(c) 제한. 계약관이 15.404-4(c)(4)(ⅰ)와 16.301-3에 정한 모든 제한사항을 준수한다

면, 비용-정액보수 계약을 낙찰할 수 있다.

(d) 완성형과 기간형

비용-정액보수 계약은 완성형과 기간형 두 가지 중 하나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1) 완성형은 분명한 목표와 최종산물(end product)을 명시하여 업무의 범위를 기술한

다.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전체 정액 보수의 지급조건으로써, 계약자가 추정 비용 내에

서 최종산물(예, 목표를 달성한 최종 연구보고서)을 완성하여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 그

러나 추정 비용 내에서 업무가 완료될 수 없는 때에는, 정부는 추정 비용을 증가시키되 

추가적인 보수 없이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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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형은 일반적인 조건으로 업무 범위를 기술하고, 계약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진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이 형태 하에서는, 정부가 계약 이행이 만족스

럽다고 간주하면, 계약상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준의 노력을 다하였

다는 계약자의 진술에 따라서, 합의한 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정액 보수를 지급한다. 이

행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새로운 비용과 보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신규 조달이다.

(3) 계약자가 생각하는 의무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내용을 분명

하게 규정할 수 있어서 계약자의 업무 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 때에는 완성형이 기간형 

보다 더 선호된다. 

(4) 계약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특정 수준의 노력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에

만, 기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16.307 계약 조항

(a)(1) 실비정산계약이나 시간-재료 계약(상용 품목에 대한 계약은 제외)을 체결하려고 

하는 때에는, 계약관은 해당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16-7(허용되는 비용 및 지급) 

조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교육기관인 경우에는, (a)에서 “Subpart 

31.2”를 삭제하고“Subpart 31.3”으로 대체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주 정부나 지방정부

인 경우에는, (a)에서“Subpart 31.2”를 삭제하고“Subpart 31.6”으로 대체한다. 계약

의 당사자가 교육기관 ․ 주정부 ․ 지방정부가 아닌 비영리기구이거나, 예산관리국 회람 

No. A-122에 의해 제외된 비영리기구인 경우에는 (a)에서“Subpart 31.2”를 삭제하고

“Subpart 31.7”로 대체한다. 해당 계약이 시간-재료 계약인 경우에는, 재료에 들어간 

actual cost을 정산하기로 규정한 계약 부분에만 52.216-7을 적용한다.

(2) 해당 계약서가 공사 계약서이고 52.232-27(건축계약을 위한 신속한 지급) 조항을 포

함하는 경우에는, 계약관은 52.216-7과 그 AlternateⅠ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b) 비용-정액보수 계약(공사 계약 제외)을 체결하려고 하는 때에는, 계약관은 해당 입

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16-8(정액 보수)을 삽입하여야 한다.

(c) 비용-정액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때에는, 계약관은 해당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16-9(정액 보수-공사)를 삽입하여야 한다.

(d) 비용-인센티브 가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때에는, 계약관은 해당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16-10(인센티브 보수)을 삽입하여야 한다.

(e)(1) 보수를 제공하지 않는 실비정산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그 계약이 비용분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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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때에는, 계약관은 해당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16-11(실비계약-보수 없음)

을 추가하여야 한다. 

(2) 교육기관이나 비정부기구와, 보수나 기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실비정산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그 계약이 비용분담계약이 아닌 경우에, 그리고 계약관이 허용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계약관은 52.216-11과 그 

AlternateⅠ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f)(1) 비용분담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 계약관은 해당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16-12(비용분담계약-보수 없음)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2) 교육기관이나 비정부기구와 비용분담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리고 계약관이 허용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계약관은 

52.216-12와 그 AlternateⅠ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g) 교육기관(42.705-3(b) 참고)과 실비정산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사전에 

결정한 간접비 비율을 사용하려고 하는 때에는, 계약관은 해당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16-15(사전에 결정한 간접비 비율)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Subpart 16.4  인센티브 계약(incentive contracts)

16.401 일반

(a) 확정정액가격 계약이 적절하지 않은 때, 그리고 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수익금

(profit)이나 보수를 계약자의 이행 결과와 연계시킴으로써 더 적은 비용으로 (때에 따

라서는) 더 개선된 납품이나 기술 성능을 가진 물품/서비스를 조달할 수 있는 때에는, 

이 subpart에 기술되어 있는 인센티브 계약이 적절하다. 인센티브계약은 (1) 계약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2) (i) 계약자가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ii) 계약자가 비효율과 낭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인센

티브 제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조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b) 기술 성능이나 인도(delivery)에 관한 공식(formula) 형태의 미리 정해진 인센티브

가 포함된 때에는,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에 수익이나 보수를 증가시키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충족하지 못한 만큼 수익이나 보수를 감소시킨다. 인센티브의 

증감은 최소이행요건 보다는 이행 목표에 적용된다.

(c) 인센티브 계약에는 정액인센티브 계약(16.403과 16.404 참고)과 실비상환 인센티브 

계약(16.405 참고) 두 가지가 있다. 계약자가 실질적인 비용 책임을 지고 비용 위험을 

적절히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부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계약 비용과 이행 요건이 

확실할 때에는 정액인센티브 계약 방식이 더 좋다. 실비정산 인센티브 계약은 모든 실비



- 343 -

정산계약에 적용되는 16.301의 제한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d) 계약기관의 장이 서명하는 결정문은 모든 인센티브 계약과 성공보수 계약에 대해, 

해당 계약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정부에게 최대의 이익이라는 점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결정문은 계약관련파일에 첨부되어야 하며, 성공보수 계약의 경우

에는 16.401(e)(1)에 있는 모든 해당하는 항목들을 기술해야 한다.

(e) 성공보수 계약은 인센티브 계약의 한 형태이다.

(1) 적용. 성공보수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i) 이행 업무의 비용 ․ 일정 ․ 기술 성능에 적용할 객관적인 인센티브 목표를 세우는 것

이 가능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ii) 계약자가 성취수준이 높은 이행을 하도록 효과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정부에게 

실제 이행과 이행 조건 둘 다를 평가할 수 있는 탄력성을 부여하는 계약방식을 사용하면 

조달 목적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iii) 이행을 평가하고 모니터하는데 들어가게 되는 추가적인 관리 노력과 비용이, 

16.401(e)(5)(iii)에 언급된 결정문에 포함될, 위험 및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증명된 예상 

이익에 비춰볼 때 정당화된다.

(2) 성공보수 금액. 성공보수금액은 성공보수 지급계획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서 계약 요

건과 비교해 평가된 계약자의 총비용 ․ 일정 ․ 기술 성능에 비례하여야 한다. 성공보수는 

계약자의 총비용 ․ 일정 ․ 기술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은 때에는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성공보수를 결정한 기준과, 총비용 ․ 일정 ․ 기술 성능이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아니다는 

라는 결정문이 계약관련서류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정 내용과 성공보수의 결정 

방법은 정부의 재량에 속하는 일방적인 결정사항이다.

(3) 성공보수 지급계획. 성공보수를 제공하는 모든 계약은, 성공보수 평가절차를 정하고 

있는 성공보수 지급계획과, 성공보수 평가를 수행하는 성공보수 위원회(Award-fee 

Board)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성공보수 지급계획은

(i) FDO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관 절차가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ii) 성공보수 평가기준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기준들이, 계약 비용 ․ 일정 ․ 기술 성

능 측면의 조달 목적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밝혀야 한다. 기준들은 계약자가 평가 대상 

분야에서 이행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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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등급

성공보수 

지급 범위
설 명

 최고 91%-100%

계약자가 거의 모든, 중요 성공보수 기준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성공보수 평가기간 동안, 성공보수 지급계획의 기준에 비춰볼 

때 총비용 ․ 일정 ․ 기술 성능 요건을 계약자가 충족하였다.

 우수 76%-90%

계약자가 많은, 중요 성공보수 기준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성공

보수 평가기간 동안, 성공보수 지급계획의 기준에 비춰볼 때 총

비용 ․ 일정 ․ 기술 성능 요건을 계약자가 충족하였다.

 양호 51%-75%

계약자가 일부, 중요 성공보수 기준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성공

보수 평가기간 동안, 성공보수 지급계획의 기준에 비춰볼 때 총

비용 ․ 일정 ․ 기술 성능 요건을 계약자가 충족하였다.

 미흡 50% 이하
성공보수 평가기간 동안, 성공보수 지급계획의 기준에 비춰볼 

때 총비용 ․ 일정 ․ 기술 성능 요건을 계약자가 충족하였다. 

 불만족 0%

성공보수 평가기간 동안, 성공보수 지급계획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총비용 ․ 일정 ․ 기술 성능 요건을 계약자가 충족하지 못하였

다. 

서 이행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iii) 성공보수 평가기준에 따른 계약자의 이행성과의 측정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iv) 표 16-1에서처럼 지급받을 수 있는 성공보수의 범위(%), 형용사로 표현한 등급 및 

관련 설명을 활용하여야 한다. 계약관은 형용사로 표현한 등급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형용사로 표현한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성공보수 지급계획에 기록

되어야 한다.

표 16-1

(ⅴ) 계약자의 총비용 ․ 일정 ․ 기술 성능이 불만족스러울 때에는,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ⅵ) 계약이 이행되는 동안에, 정해진 일정 간격(interval)의 평가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계약자는 자신의 이행성과의 질(quality)과 개선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주

기적으로 알 수 있다.(예, 6개월, 9개월, 12개월, 또는 중요 단계별로)

(ⅶ) 총 성공보수 금액과, 이 금액을 각 평가기간에 할당할 방법을 확정하여야 한다.

(4) 받지 못한 성공보수의 롤오버(rollover). 계약자가 이미 받은 성공보수는 롤오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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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

(5) 제한. 다음의 경우에만, 성공보수 계약을 낙찰할 수 있다.

(ⅰ) 실비정산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16.301-3의 제한사항 전부를 준수한다.

(ⅱ) 성공보수 지급계획을 16.401(e)(3)의 요건에 따라서 완성한다.

(ⅲ) 16.401(e)(1)의 모든 해당 항목을 표시하고, 16.401(d)에 따라 결정문(D&F)을 완성

한다.

(f) 인센티브 및 성공보수 자료의 수집과 분석. 각 기관은 계약자에게 지급한  성공보수

와 인센티브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성공보수와 인센티브제가 계약자의 이행성

과를 향상시키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도구로써 효과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당 자료를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방법(measures)을 포함시켜야 한다. 성

공보수와 인센티브제가 장래 조달에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계약형태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정보들을 조달계획과정(7.105 참고)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g) 인센티브 및 성공보수 관련 최상의 업무처리. 각 기관의 장은, 여러 유형의 제품/서

비스 조달에 대해 입증된 인센티브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계약관들과 사업

관리관들 사이에 제공하여야 한다. 

16.402  사전에 결정된, 공식 타입(formula-type) 인센티브의 적용

16.402-1 비용 인센티브(cost incentives)

(a) 대부분의 인센티브 계약은 비용 인센티브만을 포함시킨다. 비용 인센티브제는 수익

(profit)이나 보수 조정 공식의 형태를 취하며, 계약자가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어떠한 인센티브 계약도 비용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서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는 없다. 

(b) 성공보수계약(16.404와 16.401(e) 참고)은 제외하고, 인센티브계약은 목표비용

(target cost)과 목표수익/보수 그리고 다음 사항을 (가격 상한이나 최소/최대 보수를 

제한하는 내에서)규정하는 수익/보수 조정공식을 포함시킨다.

(1) 목표비용에 맞게 실제비용(actual cost)을 지출한 경우에는 목표수익/보수을 그대로 

한다.

(2) 목표비용을 초과하여 실제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목표수익/보수를 하향 조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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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3) 목표비용 미만으로 실제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목표수익/보수를 상향 조정하게 된

다.

16.402-2 성능 인센티브(performance incentives)

(a) 특정 제품의 특성(예, 미사일 범위, 항공기 속력, 엔진 추력, 차량의 기동성)이나 

기타 성능의 특정 요소와 관련하여 성능 인센티브제를 고려할 수 있다. 성능 인센티브제

는 수익/보수를, 지정된 목표와 비교하여 계약자가 성취한 결과와 연계하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b)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과업을 이행하는 서비스 계약의 경우, 이행성과의 질

(quality)이 중요하고 인센티브가 계약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때에는, 포지티브 

성능 인센티브와 네거티브 성능 인센티브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c) 기술 성능 인센티브제는 메이저 시스템(major system) 개발계약(성능의 목표치를 알 

수 있고, 테스트와 평가를 위한 견본제작이 필요한 경우)이나 메이저 시스템 생산계약

(성능 향상이 가능하고, 성능 향상이 정부에 매우 바람직한 경우에)에 있어 특히 적절하

다. 

(d) 기술 성능 인센티브제는 최종 결과물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

는 다양한 특징들과 관련시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 기술 특성에 따른 인센티

브제는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최종 결과물의 전체 성능에 손상을 가져오게 과장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균형이 맞아야 한다. 

(e) 성능 테스트 및/또는 과업성능 평가는, 성과 목표의 달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계약은 (테스트 조건, 기구의 정밀성 및 자료 해석과 같

은) 테스트 기준과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품질 수준과 같은) 표준 성능을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f) 성능 인센티브제는 계약관리에 있어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계약관은 정

부 측 엔지니어링 전문가와 가격책정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인센티브를 협상하여야 

한다.

(g) 정부와 계약자는 계약의 변경(예, 변경 조항에 따른 변경)이 성능 인센티브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분명하게 합의할 필요가 있다.

(h) 계약관은 성능 기준을 설정할 때에, 정부가 제공한 부속품을 계약자가 취득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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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6.402-3 납품 인센티브(delivery incentives)

(a) 납품 일정의 개선이 정부의 중요한 목적인 때에는, 납품 인센티브를 고려하여야 한

다. 해당 계약에서 정부의 주요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예, 가장 빠른 납품이나 

가장 빠른 대량생산).

(b) 납품에 관한 인센티브 조정안(arrangements)에는, 납품이 계약자나 하도급계약자의 

과실이나 부주의 없이 정부가 원인을 제공하여  지연되거나 불가항력에 의해 지연되는 

경우, 보상-벌칙(reward-penalty) 구조를 적용한다고 명시하여야 한다.

16.402-4 다중 인센티브 계약(multiple-incentive contracts)의 구성

적절히 구성된 다중 인센티브 계약은

(a) 계약자가 모든 인센티브 영역에서 우수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b) 해당 조달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목적에 일치하도록 인센티브 영역들 간의 가치교환

(trade-off)을 결정하게 한다. 정부의 비용 목표, 기술 성능 목표와 납품 목표는 상호의

존적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강조하는 계약은 다른 목표에 대한 관리를 어렵

게 만들 수 있다. 우수한 결과는 각각의 인센티브 영역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다중 인센티브 계약에는, 기술 성능 결과나 납품 결과가 뛰어나다고 하더

라도 그 비용이 정부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더 많은 때에는 계약자에게 보상하지 않는 비

용 인센티브제를 포함하여야 한다. 

16.403 정액인센티브 계약(fixed-price incentive contracts)

(a) 설명. 총 목표비용에 대한 최종 협상된 총 비용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공식을 적용

하여 수익을 조정하고 최종계약금액을 정하는 정액가격계약이다. 최종가격(final price)

은 처음에 협상한 가격 상한의 적용을 받는다. 정액인센티브 계약의 두 가지 형태인, 확

정 목표와 연속적 목표에 대해서는 16.403-1과 16.403-2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b) 적용. 정액인센티브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적절하다.

(1) 확정정액가격계약이 적합하지 않다.

(2) 조달 대상 물품/서비스의 특성과 기타 조달환경으로 볼 때, 계약자가 비용 부담의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면 비용관리와 계약이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약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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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3) 해당 계약에 기술 성능 및/또는 납품에 관한 인센티브제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요

건이 계약자의 업무관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

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c) 청구 가격(billing price)

정액인센티브 계약에서, 청구 가격은 임시지급 기준으로써 정해진다. 최종적으로 협상한 

비용이 목표비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할 때, 계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

한선 내에서 청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16.403-1 정액인센티브 (확정 목표) 계약(fixed-price incentive (firm targets) 

contracts)

(a) 설명. 정액인센티브 (확정 목표) 계약은 목표비용, 목표수익, 상한가격(수익의 상한

/하한은 제외), 수익조정 공식을 정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초기에 협상된다. 상한 

가격은 계약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최고액으로, 다른 계약조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계약자가 이행을 완료한 때에, 양 당사자들은 최종비용(final cost)을 협상하고 관련 공

식을 적용하여 최종 가격을 정한다. 최종비용이 목표한 비용 이하일 때에 공식을 적용하

면 최종수익이 목표한 수익보다 커지고, 반대로, 최종비용이 목표한 비용 이상일 때에는 

공식을 적용하면 최종수익이 목표한 수익보다 적거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최종적으

로 협상한 비용이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차액을 손실액으로 본다. 

하지만 수익이 비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형태는 계약자가 비용을 관리

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b) 적용. 정액인센티브 (확정 목표) 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이 초기에 목표비용, 목표수

익,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수익조정 공식과, 적절한 위

험 부담 분(share)을 계약자가 추정할 수 있는 상한선을 결정할 수 있을 때에 적절한 계

약방식이다. 계약자가 조정공식에 따라 비용부담의 상당한 부분 또는 중요 부분을 추정

할 수 있을 때, 이 비용부담을 반영하여 목표수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c) 제한. 다음에 한하여 이 계약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

(1) 계약자의 회계시스템이 최종비용 협상과 인센티브금액 수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

를 제공하기에 적합하다.

(2) 합리적인 목표를 정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비용/가격책정 정보를, 계약의 최초 협상 

시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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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계약 schedule. 계약관은 계약 schedule에, 인센티브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목표비용, 목표수익, 그리고 가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16.403-2 정액인센티브 (연속적 목표) 계약(fixed-price incentive (successive targets) 

contracts)

(a) 설명

(1) 정액인센티브 (연속적 목표) 계약에는 계약초기에 협상한, 다음의 요소들을 명시한

다.

(ⅰ) 최초의 목표비용

(ⅱ) 최초의 목표수익

(ⅲ) 확정된 목표수익과 그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데 사용할 최초의 수익 조정 방식

(이 방식은 최종수익과 최종가격을 정하기 위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계약자에

게 더 적은 비용부담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ⅳ) 확정 목표비용과 확정 목표수익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생산 시점

(ⅴ) 계약자에게 최대로 지급될 수 있는 상한 가격. 그러나 계약에 명시된 상황에 따른 

공정한 조정 또는 계약 가격의 수정을 규정하고 있는 계약 조항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서에 명시한 생산 시점에 이른 때에, 당사자들은 시제품을 통해 체험한 비용과 

기타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목표비용을 협상한다. 확정 목표수익은 해당 공식에 따라 

정한다. 이 때, 당사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alternatives)이 있다.

(ⅰ) 당사자들은 확정 목표비용에 확정 목표수익을 더한 금액을 지침으로 활용하여, 확

정 정액가격을 협상할 수 있다, 

(ⅱ) 확정 정액가격을 협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당사자들은 확정 목표비용과 확정 

목표수익을 활용하여 최종가격을 정하기 위한 공식을 협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최종비

용을 협상할 수 있다. 정액계약 인센티브 (확정 목표) 계약에 의한 공식을 이용하여 최

종수익(final profit)을 정한다.

(b) 적용. 정액인센티브 (연속적 목표)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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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 전에, 현실적인 확정 목표비용과 목표수익을 협상하기에는, 이용할 수 있는 비

용/가격책정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2) 최초 목표를 협상하기에 충분한 정보는 입수할 수 있다.

(3) (i) 확정 정액가격 또는 (ii) 확정 목표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최종수익과 최종가격을 정할 공식을 협상하는데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계약 이행 초기에 추가적으로 입수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보장이 있다. 이러한 추가 정

보는 해당 계약 자체의 경험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목의 

다른 계약으로부터도 나올 수 있다.

(c) 제한. 다음에 한하여 이 계약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

(1) 계약자의 회계시스템이, 확정 목표와 현실적인 수익조정 공식뿐만 아니라 이후의 최

종비용을 협상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에 적절하다. 

(2) 합리적인 확정 목표비용을 책정하는데 필요한 비용/가격책정 자료를 계약이행 초기

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d) 계약 schedule. 계약관은 계약 schedule에, 인센티브금액 수정 대상인 각 항목에 대

한 최초 목표비용, 최초 목표수익, 최초 목표가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16.404 성공보수가 있는 정액계약(fixed-price contracts with award fees)

정부가 계약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나 계약자의 이행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서 다른 인센티브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정액계약에 성공보수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계약은 노력(수고)에 대한 정액가격(정상 수익 포함)을 정하여야 한다. 

획득한 성공보수가 있는 경우 정액가격에 추가하여 지급된다. 이 계약 형태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요건에 대해서는 16.401(e)을 참고한다.

16.405 실비정산 인센티브 계약(cost-reimbursement incentive contracts)

실비정산 계약에 다음 계약 방식들을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실비정산 계약에 적용

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16.301을 참고한다.

16.405-1 비용-인센티브 가산 계약(Cost-plus-incentive-fee contracts)

(a) 설명. 비용-인센티브 가산 계약은 실비정산계약의 하나로써, 처음에 협상한 보수를 

이후에, 총 목표비용에 대한 총 허용비용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공식을 적용해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러한 계약방식은 목표비용, 목표보수, 보수의 상한선/하한선, 보수조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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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조건으로 지정한다. 계약자에게 지급될 보수는 계약의 이행 후에, 공식에 따라서 

결정된다. 해당 공식은, 제한범위 내에서, 총 허용비용이 목표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급할 보수를 목표보수보다 증가시키고, 총 허용비용이 목표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

급할 보수를 목표보수보다 감소시킨다. 이러한 증감은 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총 허용비용이, 보수조정 공식이 적용된 비

용의 범위보다 많거나 적을 때에는, 계약자는 총 허용비용에 최대보수나 최소보수를 가

산하여 지급받는다.

(b) 적용

(1) 비용-인센티브 가산 계약은 다음 경우의 서비스 계약이나 개발 테스트 프로그램 계

약에 적절하다.

(ⅰ) 실비정산계약이 필요하다(16.301-2 참고).

(ⅱ) 계약자가 계약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목표비용 및 보수조정 

공식을 협상할 수 있다.

(2) 메이저 시스템의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부가 적어도 일반적인 조건으로 그 성

능목적을 설정한 때에는, 비용-인센티브 가산 계약에 기술성능 인센티브제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비용 인센티브제와 기술성능 인센티브제 둘 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리상 실용적일 때, 다른 조달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보수조정 공식은 목표비용이 변화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범위까지 유효한 

인센티브를 산출하여야 한다. 최대보수를 협상하는 때에는, 해당 계약은 최소보수(영, 

드물게는 마이너스 보수) 또한 규정하여야 한다.

(c) 제한. 16.301-3의 모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비용-인센티브 가산 계약을 

낙찰할 수 없다.

16.405-2 비용-성공보수 가산 계약(cost-plus-award-fee contracts)

비용-성공보수 가산 계약은 (1) 계약 초기에 정한(또는 계약관의 재량으로 정한) 기본 

금액(base amount)과 (2) 계약자가 비용·일정·기술성능의 측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며, 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전부 또는 일

부 받을 수 있는 성공보수(award fee)로 구성된 보수를 규정하고 있는 실비정산계약이

다. 이 계약형태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요건에 대해서는  16.401(e)을 참고한다.

16.406 계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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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액인센티브 (확정 목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입찰요청서와 계약서

에 52.216-16(인센티브금액 수정-확정 목표)을 넣는다. 해당 계약이 공급 서류나 정부 

옵션에 따라 주문할 수 있는 물품/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해당 가격이 52.216-16조항

에 따른 인센티브금액의 수정 조건인 경우에, 계약관은 52.216-16과 그 AlternateⅠ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b) 정액인센티브 (연속적 목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때에는, 해당 입찰요청서와 계

약서에 52.216-17(인센티브 금액 수정-연속적 목표) 조항을 넣는다. 해당 계약이 공급 

서류나 정부 옵션에 따라 주문할 수 있는 물품/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해당 가격이 

52.216-17 조항에 따른 인센티브금액의 수정 조건인 경우에, 계약관은 52.216-17와 그 

AlternateⅠ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c) 비용-인센티브 가산 계약이나 비용-성공보수 가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때에는, 

16.307(a)에 따라 해당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16-7(허용가능한 비용 및 지급)을 삽

입한다.

(d) 비용-인센티브 가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때에는, 16.307(d)에 따라 해당 입찰요

청서와 계약서에 52.216-10(인센티브) 조항을 삽입한다.

 

(e)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때에는, 해당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적절한 성공

보수 관련 조항을 삽입한다. 단, 해당 조항은

(1) 기관의 조달규정에 규정되어 있거나 기관의 조달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은 조항이다.

(2) 52.216-7(허용가능한 비용 및 지급)의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다.

(3) 성공보수 금액과 성공보수 결정 방법은 정부 재량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임을 명확하

게 규정하고 있다.

Subpart 16.5  납품불확정계약(Indefinite-Delivery Contracts)

16.500 범위

(a) 이 subpart는 납품불확정계약의 낙찰 정책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납품불확

정계약의 다수공급자 낙찰에 대한 우선권을 설정한다.

(b) 이 subpart는 Part 6에 규정한 경쟁적 절차가 아닌 다른 절차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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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 subpart는 연방조달청(GSA)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목록(schedule)계약, 다

수공급자계약 또는 과업지시/납품지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방조달청(GSA)의 규정과 Subpart 8.4와 38에 있는 연방공급목록프로그램의 

범위가 이 subpart보다 우선한다.

(d) 이 subpart에 의해 시행되는 다수공급자계약 우선권은, subpart 36.6에 규정되어 있

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 건축가-엔지니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관들은 이 

subpart의 절차를 사용하여 건축가-엔지니어 서비스를 다수공급자 낙찰할 수 있다. 다

만, 계약자의 선정과 주문은 subpart 36.6에 일치하여야 한다.

16.501-1  정의

이 subpart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납품지시계약(delivery-order contract)”이란 (최대수량이나 최소수량 외에)확정된 

수량의 물품을 조달·명시하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납품 지시서를 발행하는 것을 규정

한 물품 계약을 말한다.

“과업지시계약(task-order contract)”이란 (최대수량이나 최소수량 외에)확정된 수량

의 서비스를 조달·명시하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과업이행 지시서를 발행하는 것을 규

정한 서비스 계약을 말한다. 

16.501-2  일반

(a) 납품불확정계약에는 수량확정계약(definite-quantity contracts), 의무수량계약

(requirements contracts) 그리고 수량불확정계약(indefinite-quantity contracts)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장래 납품에 대한 정확한 시기 및/또는 정확한 수량을 계약을 낙찰할 당시

에는 알 수 없을 때, 물품 및/또는 서비스를 조달할 적절한 납품불확정계약 방식을 사용

할 수 있다. 의무수량계약과 수량불확정계약은, 10 U.S.C 230d와 1949년 연방재산 및 행

정서비스법의 section 303K에 따라, 납품지시계약이나 과업지시계약으로도 알려져 있다.

(b) 여러 가지 형태의 납품불한정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모든 세 가지 형태의 계약은 

(ⅰ) 정부의 재고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시키도록 해준다.

(ⅱ) 사용자에게 직접 운송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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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량불확정계약과 의무수량계약도

(ⅰ) 수량과 납품일정 둘 다를 유연하게 한다.

(ⅱ) 수요가 발생한 후에 물품/서비스 주문을 가능하게 한다.

(3) 수량불확정계약은 계약서에 명시한 최소 수량으로 정부의 의무를 한정한다.

(4) 의무수량계약은 생산 소요시간(lead time)과 관련된 경우에는 더 빠른 납품을 가능

하게 한다. 왜냐하면 정부가 계약자로부터 실제 모든 구매수요분을 구하려고 할 때에, 

계약자는 보통 한정된 제고만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c) 납품불확정계약은 part 16에 의한 적절한 비용/가격의 협의를 규정할 수 있다. 물품

/서비스의 수량을 추정(예, 노동 시간을 추정)한 비용/가격 협의는 이 subpart의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16.502 수량확정계약(definite-quantity contracts)

(a) 설명. 수량확정계약은 특정 물품/서비스를 정해진 기간 동안 확정된 수량으로 납품

하는 것으로, 주문에 따라서 지정된 장소에, 예정되어 있는 납품이나 이행을 한다.

(b) 적용. 사전에 다음을 결정할 수 있는 때 수량확정계약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동안, 확정된 수량의 물품/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2) 물품/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거나, 짧은 소요시간 후에 이용할 것이다.

16.503 의무수량계약(requirements contracts)

(a) 설명. 의무수량계약은 지정된 정부 activities가 필요로 하는 물품/서비스의 실제 

구매수요를 명시된 계약기간 동안 (한명의 계약자로부터) 채우기 위한 것으로, 해당 계

약자에게 주문함으로써 예정되어 있는 납품이나 이행이 이루어진다.

(1) 입찰자(제안자)와 계약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관은 관련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현실적으로 추정하는 총 수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추정 수량을 명시하는 것이, 

해당 수량을 입찰자(제안자)나 계약자에게 요구하거나 주문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수요

에 영향을 끼치는 조건이 안정적이거나 정상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계약

관은 이전 수요와 소비에 관한 기록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서 추정치를 얻을 수 있으며,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355 -

(2) 계약서에는 계약자가 납품 의무를 질 수 있는 최대수량과 정부가 주문 의무를 져야

할 최대수량을 가능하다면,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정부가 개별 주문에 따라 주문

할 수 있는 최대/최소 수량과,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에 주문할 수 있는 최대수량도 명시

할 수 있다.

(b) 적용

(1) 의무수량계약(requirements contract)은, 수요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된 

정부 activities가 일정기간 동안 필요로 할 물품/서비스의 정확한 수량을 미리 결정할 

수가 없을 때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1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무수량계약은 단일 공급자에게 낙찰될 수 

없다. 단, 16.504(c)(1)(ii)(D)에 따른 결정이 내려지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c) 보수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재산. 정부재산 중 기존의 품목에 관한 업무(예, 보

수, 변경, 점검)를 위해 의무수량계약 방식을 사용하는 때에, 정부가 “추정”또는“최

대”라고 Schedule에 기술한 금액이나 수량으로 해당 품목을 제공하지 못하면 계약자는, 

계약서상의 정부재산 조항에 따라서 공정한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계약관은 

Schedule에 명시하여야 한다. 

(d) 자문 및 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의무수량계약(requirements contract)방식의 사용을 

제한

(1) 이 section (d)(2)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하고, 1천1백5십만 달러로 3년을 초과하는 

자문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의무수량계약의 입찰요청서는 발행될 수 없다. 단, 계약관이

나, 기관장이 지명한 다른 담당관이 서면으로, 해당서비스 업무가 고유하고 고도로 전문

적이어서 16.504의 절차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지 아니한다.

(2) 계약관이나, 기관장이 지명한 다른 담당관이 자문 및 지원서비스가 계약에 부수적으

로 필요하고, 계약의 중요한 일부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section (d)(1)의 

제한사항은 자문 및 지원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물품/서비스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 

16.504  수량불확정계약(indefinite-quantity contracts)

(a) 설명. 수량불확정계약은 명시된 기간 동안 제공할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정해

진 제한범위 내의 불확정한 수량을 정한다. 정부는 개별 수요에 따라 주문을 한다.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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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달러 금액을 적어서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계약서에는 정부는 적어도 정해진 최소수량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하고, 계약자

는 그 수량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약자는 주문을 받은 경우, 정해진 

최대수량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수량도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관은 시장조사, 유사

한 물품/서비스의 최근 계약 추세, 잠재적 사용자에 대한 조사, 기타 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합당한 최대수량을 정하여야 한다.

(2) 계약이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수량은 명목적 수량 이상 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공정하게 주문하여야 하는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서에는 정부가 과업지시나 납품지시로, 주문할 수 있는 최대수량 또는 최소수량

을 명시할 수 있고,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 주문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명시할 수 있다.

(4) 수량불확정계약의 입찰요청서와 계약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i) 옵션 횟수와 정부가 각 옵션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 계약기간

을 명시하여야 한다.

(ii) 정부가 계약에 따라 조달할 물품/서비스의 총 최소수량과 총 최대수량을 정하여야 

한다.

(iii) 입찰(제안)예정자들이 입찰서(제안서)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

로, 정부가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서비스의 범위·성질·복잡성·목적들을 기술한 업무

기술서, 규격서, 설명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iv) 주문 수단을 포함해 정부가 주문서를 발행할 때에 사용할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수공급자 낙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부가 낙찰자들에게 각 주문의 대상으

로 고려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할 절차와 선정 기준을 기술하여

야 한다(16.505(b)(1) 참고).

(v) 다수공급자 낙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업지시 및 납품지시 옴부즈맨

(16.505(b)(6))의 성명·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 주소를 포함시킨다.

(vi) 주문서를 발행할 수 있는 activities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vii) 적절하다면, 구두 주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시켜야 한다. 단, 정부는 자금 

지불 절차를 정하였고, 구두 주문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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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적용. 계약관은, 정부가 계약기간 동안 조달할 물품/서비스의 정확한 수량을 정해진 

최소수량 이상으로 미리 정할 수 없고, 정부가 최소수량 이상을 약속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 때에는, 불확정수량계약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계약관은 반복적인 수요가 예상되

는 때에만 수량불확정계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다수공급자계약 우선

(1) 조달 계획

(i) 자문지원 서비스를 위한 수량불확정계약(indefinite quantity contract)을 제외하

고, 계약관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서비스를 위한 단일 입찰요청에 따른 수량불확정

계약에 대해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두 명 이상의 공급자에게 다수공급자 낙찰을 하여야 

한다.

(ii)(A) 계약관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조달 계획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관은 낙찰자가 업무기술서 상의 한 부분이나 여러 부분을 독점하여 전문화하는 상황

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은 해당 부분에 대한 주문이, 단일 공급자라는 점을 근거

로 하여 낙찰될 가능성을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계약자가 계약의 모든 요건을 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계약관은 낙찰할 계약의 수를 결정할 때

에,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요건의 범위와 복잡성

  

(2) 예상 기간, 및 과업지시나 납품지시의 빈도   

(3) 계약자가 과업지시나 납품지시 요건을 성취하기 위한 자원들의 혼합

(4) 계약 이행 기간에 걸쳐 낙찰자들 사이의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B) 계약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1) 물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이 독특하거나 고도로 전문적이어서, 한 명의 계약자만이 계

약에서 요구하는 품질 수준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2) 계약관이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지식으로 판단할 때, 단일공급자계약이 가격을 비

롯해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경우

(3) 다수공급자계약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이용하여 얻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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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

(4) 계획된 과업 지시들이 서로 필수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서, 단일 계약자만이 합리

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5) 계약의 총 예정가격이 간이조달한도금액 이하인 경우

(6) 다수공급자계약이 정부에게 최상의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경우

(C) 계약관은 조달계획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사용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계약관

련서류철에 문서화하여야 한다.

(D)

(1) 1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업지시나 납품지시 계약은 단일 공급자에게 

낙찰될 수 없다. 단, 기관의 장이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i) 계약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과업지시나 납품지시가 서로 필수적으로 관

련이 되어 있어서 단일 공급자만이 합리적으로 업무를 행할 수 있다.

(ii) 계약서가 다음에 대한 과업지시나 업무지시를 확정정액가격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A) 단가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

(B) 이행 대상인 특정 과업에 대한 가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서비스

(iii) 오직 단일 공급자만이 자격이 있으며, 정부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업무를 이행할 

수 있다.

(iv)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단일 공급자에게 계약을 낙찰하는 것

이 필요하다.

(2) 기관의 장은 이 section의 (C)(1)(ii), (D)(1)(iv)의 사항을 결정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1억 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을 단일 공급자에게 낙찰하기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건은 

(i) subpart 6.3에 규정된 요건에 추가되는 것이다.



- 359 -

(ii) subpart 36.6에 따라 낙찰 받는 건축설계 서비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자문 및 지원 서비스 계약

(i) 이 section (c)(2)(ii)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하고, 자문 및 지원 서비스

에 대한 수량불확정계약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금액이 1천1백5십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옵션 포함), 계약관은 다수공급자 낙찰을 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

러지 아니한다.

(A) 계약관이나, 기관장이 지명한 다른 담당자가 조달계획의 일부로써, 다수공급자 낙찰

이 실용적이지 않다고 서면으로 결정하는 경우. 계약관이나 다른 담당자는, 업무의 범위

가 고유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아니면 과업들이 서로 필수적으로 관련되

어 있기 때문에 오직 단일 공급자만이 합리적으로 업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려

야 한다. 

(B) 계약관이나, 기관의 장이 지명한 담당자가 입찰서(제안서) 평가 후에, 단일 입찰자

(제안자)만이 요구 수준에 맞는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서면으로 결정하는 

경우. 

(C) 오직 하나의 입찰서(제안서)만이 접수된 경우

(ii) 계약관이나, 기관의 장이 지명한 담당자가, 자문 및 지원 서비스는 부차적이며 계

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section (c)(2)(i)의 요

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16.505 주문

(a) 일반

(1) 일반적으로, 계약관은 수량불확정계약에 따른 주문서의 개요는 만들지 않는다. 그러

나 2009년 미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은 주문서

의 경우는 16.505(a)(10)를 참고.

(2) 개별 주문서에는 이행되어야 할 모든 서비스 또는 납품되어야 할 모든 물품들이 명

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주문이 내려졌을 때, 해당 작업의 이행에 드는 

총 비용/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주문서의 내용은 계약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주문서

는 계약의 이행 기간 내에 발행되어야 하며, 계약의 최대금액 내에 있어야 한다. 

(3) 계약이나 주문이 서비스에 대한 것일 때에는, 이행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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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based aquisition) 방법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한다. 

(4) 정보 기술 및 관련 서비스를 조달하는 때에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모듈방식의 

계약체결을 고려하여야 한다(39.103(a) 참고).

(5) 계약서에 명시된 수단을 이용하여 주문을 할 수 있다.

(6) 수량불확정계약에 따른 주문서에는 다음의 정보가 담겨있어야 한다.

(i) 주문 날짜

(ii) 계약번호 및 주문번호

(iii)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계약품목번호 및 설명, 수량, 단가나 예정 비용

(iv) 납품일정 또는 이행일정

(v) 납품할 장소 또는 이행할 장소(인수자 정보 포함)

(vi) 회계자료 및 지출자료

(viii) 지불수단 및 지불하는 곳(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32.1110(e) 참고)

(7) 다른 기관에 의해 낙찰된 과업지시 계약이나 납품지시 계약(예, 범정부조달계약이나 

다수기관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주문이라도,

(i) 조달계획 및 정보기술 조달전략의 대상이 된다.

(ii) 자금이용에 부과된 조건이나 제한사항을 회피할 수 없다.

(iii) 해당 계약이 통합계약(bundled contract)의 정의에 부합하는 때에는, 통합계약에 

대한 모든 FAR 규정을 따라야 한다.

(8) 공법 108-136의 section 1427(b)에 따라, 건축설계 서비스의 이행을 주되게 명시한 

다수기관계약(multi-agency contracts)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주문은

(i) subpart 36.6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이용하여 낙찰되어야 한다.

(ii) 서비스가 이행되는 지역의 자격증, 면허가 있거나 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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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나 엔지니어의 직접적인 감독을 요청하여야 한다.

(9)

(i) 과업지시 계약이나 납품지시 계약에 따른 주문서 발행이나 발행 예정에 대해서는 

subpart 33.1에 따른 어떠한 이의제기(protest)도 할 수 없다. 단, 다음은 예외로 한다.

(A) 주문이 계약상의 범위, 기간이나 최대금액을 늘린 근거에 대한 이의제기

(B) 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주문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주문의 경

우는, 33.104 절차에 따라서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 이의제기를 

접수할 수 있다.

(ii) 주문에 대하여, 이 subpart를 근거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2011년 5월 27일

에 만료한다.

(10) 2009년 미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에 의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주문

은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i) 주문 예정에 대한 통지는 주문 공고 절차인 5.704를 따라야 한다.

(ii) 주문에 대한 낙찰 통지는 5.705 절차를 따라야 한다.

(11) 정부상용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하는 때에는, 최소구매한도액 이하의 주문의 경

우 해당 계약자가 재무탕감프로그램에 따른 징수 대상인 부채를 갖고 있는지 여부가 중

앙 계약자 등록소(CCR)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b)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주문

(1) 공평한 기회 제공

(i) 계약관은 다수 납품지시 계약이나 다수 과업지시 계약에 따라서 발행된, 3,000달러

를 초과하는 주문서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각 낙찰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이 section (b)(2)에 명시된 예외는 제외한다.

(ii) 계약관은 적절한 주문 절차를 개발하는데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

관은 최소한, 제출 요건은 유지시켜야 한다. 계약관은 구두 발표를 포함하여 절차를 간

소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낙찰자가 각각의 주문서를 공평하게 검토할 수 있

다는 정보를 계약관이 갖고 있고, 주문이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관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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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낙찰자(order awardee)를 선정하기 전에, 각각의 다수공급자계약자와 연락할 필요가 

없다. Part 6의 경쟁 요건 및 subpart 15.3의 정책은 주문 과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러나 계약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각각의 낙찰자에게 주문서를 검토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요건 및 환경

적인 다른 측면들을 반영하는 주문 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B) 주문이 내려지기 전에, 모든 낙찰자가 해당 주문서를 공평하게 검토할 수 없도록 하

는 수단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C) 각 조달 상황에 맞도록 절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D)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해당 절차를 포함시켜야 한다.

(E) 주문 낙찰자 선정에 사용할 여러 요소들 중의 하나로, 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iii)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주문.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과업지시 또는 납품지시 계

약의 경우, 주문서를 검토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요건에는 최소한 다

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기관의 요건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설명과 함께, 과업지시나 납품지시를 통지

(B) 합리적인 회신 기간

(C) 기관이 제안서 평가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주요 요소와 하부 요소, 그리고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공개

(D) 최적 가치(best value)를 기준으로 하여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낙찰 기준 및 품질 

요소와 가격/비용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

(E) 이 section (b)(4)에 따라서 낙찰후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는 기회

(iv) 계약관은 절차를 개발할 때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A)

(1) 이전 주문에 대한 과거의 이행 내용(품질, 적시성, 비용 관리 포함)

(2) 계약자에게 이루어질 다른 주문에 대해 끼칠 잠재적인 영향



- 363 -

(3) 최소 주문 요건

(4) 앞으로 있을 주문에 응할지 여부를 계약자가 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

(5) 다음처럼, 정보를 교환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계약자들이 주문에 응하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i) 둘 이상의 계약자로부터 업무기술서 초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것

(ii) 모든 계약자가 가격 검토(예, 개략적인 견적서) 및 기타요소 검토(예, 개념적 접

근, 과거이행실적) 대상인 경우에는, 주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원집약적인(예, 요

건들이 복잡하다거나 지속적으로 개발을 요구) 노력이 필요한 다각적인 접근법을 사용하

는 것. 정부는 최상의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계약자들을 선택하여, 요건에 

관한 그들의 이해를 높이고, 요건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하기 위하여 그들과 일대일 회의를 갖는다.

(B) 공식평가계획이나 견적이나 입찰서(제안서)에 대한 체점은 필요하지 않다.

(2)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예외. 계약관은 모든 낙찰자에게 3천 달러를 초과하는 

납품지시나 과업지시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다음의 

법에 정한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i)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관의 수요가 너무 긴급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지연을 초래한다.

(ii) 주문된 물품/서비스가 고유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오직 한 명의 

낙찰자만이 필요 물품/서비스를 원하는 품질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다.

(iii) 해당 주문서가 계약에 따라서 이미 발행된 주문서 뒤에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나 효율성을 위하여 단일 공급자에게 주문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단, 최초 주문에는 모든 낙찰자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었다. 

(iv) 보장된 최소 주문수량을 맞추기 위하여 주문을 한다.

(3) 가격을 책정한 주문. 계약자가 해당 물품/서비스의 가격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계

약관은 subpart 15.4의 정책과 수단을 사용하여 각 주문에 대한 가격들을 정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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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후 통지 및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주문의 낙찰자에게 보고. 과업지시나 납품지

시의 총 가격이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관은 주문을 낙찰 받지 못한 자들에

게 낙찰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i) 주문을 낙찰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낙찰후 통지를 하는 때에는, 15.503(b)(1)의 절차

를 따라야 한다.

(ii) 주문을 낙찰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낙찰후 보고를 하는 때에는, 15.506의 절차를 따

라야 한다. 

(iii) 과업지시나 납품지시 파일에는 요약된 보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주문에 관한 결정사항을 문서화. 계약관은 해당 낙찰의 기준 및 낙찰 결정을 함에 

있어 비용/가격 요소와 비용이외의 요소 사이에 가치를 교환(tradeoffs)한 근거와 함께, 

각 주문 및 주문가격에 대한 근거를 계약관련파일에 기록하여야 한다. 해당 결정을 가져

온 가치교환의 양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계약관련파일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예외를 적용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해당 주문이 당연한 후속 주문이기 때문에 기관이 

예외를 적용한 경우에는, 최초 주문과 후속 주문이 왜 당연하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기술하여야 한다.

(6) 과업지시 및 납품지시 옴부즈맨. 기관의 장은 과업지시 및 납품지시 옴부즈맨을 지

명하여야 한다. 옴부즈맨은 계약자들로부터 불만사항을 조사하여, 그들에게 계약 절차에 

일치하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옴부즈맨은 계약관 과는 독립적

인 상급기관의 공무원이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경쟁조정관(competent advocate)이 될 

수 있다, 

(c) 자문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과업지시 계약의 주문 기간에 대한 제한

(1) (c)(2)과 (c)(3)에 규정된 내용은 예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자문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과업지시 계약의 주문 기간은, 모든 옵션이나 변경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

다. 

(2)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 5년 이상의 주문 기간이 법에 의해 특별히 승인된 경우

(ii) 해당 계약이 자문 및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는 물품/서비스 조달에 대한 것으로, 계

약관이나, 기관의 장이 지명한 다른 담당자가 자문 및 지원 서비스가 해당 계약의 부수

적인 것이고 주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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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관이나, 기관의 장의 지명한 다른 담당자가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경우에, 계약관

은 단일공급자 계약을 단 한번, 6개월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i) 최초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후속 계약의 낙찰

이 지연되고 있다.

(ii) 후속 계약의 낙찰이 있을 때까지,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16.506 입찰요청서 규정 및 계약 조항

(a) 수량확정계약(definite-quantity contract), 의무수량계약(requirements contract) 

또는 수량 불확정계약(indefinite-quantity contract)을 체결하려고 하는 때에는, 

52.216-18(주문)에 있는 조항을 입찰요청서 및 계약서에 삽입한다. 

(b) 수량확정계약, 의무수량계약 또는 수량불확정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때에는, 

52.216-19(주문 제한)에 있는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항을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삽입한다.

(c) 수량확정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때에는, 52.216-20(수량 확정)에 있는 조항을 입찰

요청서와 계약서에 삽입한다.

(d)(1) 의무수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때에는, 52.216-21(의무수량)에 있는 조항을 입

찰요청서와 계약서에 삽입한다. 

(2) 해당 계약서가 비인적(nonpersonal) 서비스와, 관련 물품에 대한 것이고, 정부 기관 

내부의 결과산출 능력이나 이행능력을 넘어서는 추정 수요(estimated requirements)를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52.216-21에 있는 Alternate Ⅰ을 조항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3) 해당 계약서가 정부사용 및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생필품(subsistence)을 동일한 목

록(Schedule)에 포함하고 있으며 브랜드명을 기준으로 하여 유사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52.216-21에 있는 Alternate Ⅱ를 조항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그러나 이 

section (d)(5)를 참고).

(4) 해당 계약서가 소기업에 대한 부분 유보(할당)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52.216-21에 

있는 Alternate Ⅲ을 조항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그러나 이 section (d)(5)를 참고).

(5) 해당 계약서가 (i) 정부사용 및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생필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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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명을 기준으로 하여 유사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ii) 소기업에 대한 

부분 유보(할당)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52.216-21에 있는 Alternate Ⅳ를 조항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e) 수량불확정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때에는, 52.216-22(수량 불확정)에 있는 조항을 입

찰요청서와 계약서에 삽입한다.

(f) 다수계약으로 낙찰될 수 있는 수량불확정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요청서에는 

52.216-27(단일낙찰 또는 다수낙찰)에 있는 규정을 삽입한다. 예상되는 낙찰의 수를 명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한다. 3년 이상이고, 천백오십만 달러를 초과(옵션 포함)하는 자

문 및 지원 서비스 계약에는 52.216-27의 규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g) 자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3년 이상, 천백오십만 달러를 초과(옵션 포함)하

는 과업지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입찰요청서에는, 52.216-28(자문 및 지원서비스에 대

한 다수낙찰) 규정을 삽입한다. 단, 16.504(c)(2)(i)(4)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예상되는 낙찰의 수를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한다.

Subpart 16.6 - 시간-재료 계약, 노동-시간 계약, 서신계약

16.601. 시간-재료 계약

(a) 시간-자재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의

“직접 재료”란 최종 물품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재료나 최종 물품/서비스의 제공에 직

접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재료를 말한다.

“시간당 급료”란 다음의 계약에 명시된 노동 범주에 해당하는 노동에 대해, 계약에서 정

한 급료를 말한다. 

(1) 계약자가 이행하는 계약

(2) 하도급계약자가 이행하는 계약

(3) 통상적인 관리 하에, 계약자의 부서 ․ 자회사 ․ 계열사로 이전된 계약

“재료”란 다음을 의미한다.

(1) 직접 재료. 통상적인 관리 하에, 계약자의 부서 ․ 자회사 ․ 계열사로 이전된 물자 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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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에 노동 범주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이나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도

급계약

(3) 기타 직접 비용(예, 계약서에 노동 범주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수적인 서비스 비용, 

여행 경비, 컴퓨터 사용료 등)

(4) 간접 비용

(b) 설명. 시간-재료 계약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여 조달 대상 물품/서비스를 규정한다.

(1) 임금 ․ 간접비 ․ 일반 관리비 ․ 수익을 포함시킨 시간당 고정 급료로 계산되는 직접 노

동시간

(2) 재료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 (31.205-26(e)와 (f)는 제외)

(c) 적용. 계약을 제출할 당시에, 일의 범위와 기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

나 확신을 갖고 비용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시간-재료 계약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상용 서비스에 관해 시간-재료 계약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12.207(b) 참고.

(1) 정부의 감시. 시간-재료 계약은 비용 관리나 노동 효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어떠한 긍정적인 인센티브도 계약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약자가 효율적

인 수단을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비용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자의 이행에 대하여 

적정한 정부 감시가 필요하다. 

(2) 시간당 고정 급료

(i) 각각의 노동 범주에 해당하는, 임금 ․ 간접비 ․ 일반 관리비 ․ 수익을 포함시킨 시간당 

고정 급료를 개별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6.601(e)(1) 참고).

(ii) 가격 경쟁 없이 낙찰된 비상용 품목의 조달(15.403-1(c)(1) 참고)에 있어서, 다음의 

자가 이행할 각각의 노동 범주에 해당하는, 임금 ․ 간접비 ․ 일반 관리비 ․ 수익을 포함시킨 

시간당 고정 급료는 개별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A) 계약자

(B) 하도급계약자

(C) 계약자의 통상적인 관리 하에 있는 부서 ․ 자회사 ․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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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쟁절차를 사용하지 않고 낙찰된 계약행위(contract actions)의 경우, 계약자의 통

상적인 관리 하에 있는 부서 ․ 자회사 ․ 계열사 사이에 이전된 서비스에 대한 시간당 고정 

급료에는

(A) 서비스를 이전하는 조직의 수익은 포함시킬 수 없다. 그러나

(B) 주 계약자의 수익은 포함시킬 수 있다.

(iv) 경쟁절차를 사용하지 않고 낙찰된 계약행위에 있어서, 2.101에 있는 상용 품목의 정

의에 부합하는 서비스로, 계약자의 통상적인 관리 하에 있는 부서 ․ 자회사 ․ 계열사 사이

에 이전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이미 확립된, 카탈로그상의 급료나 

시장의 급료를 시간당 고정 급료로 할 수가 있다.

(A) 서비스를 이전하는 조직이, 계약자나 계약자의 통상적인 관리 하에 있는 부서 ․ 자회

사 ․ 계열사의 상용 업무 비용이 아닌 비용으로 조직간 이전 가격을 정하는 것이 이미 확

립된 관행일 때

(B) 계약자가 해당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3) 재료취급 비용. 재료취급 비용을 재료 비용의 일부로 포함한 때에, 재료취급 비용에는 

노동의 시간당 급료에서 분명하게 제외된 비용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재료취급 비용에는 

part 13에 일치하는 계약자의 회계 절차에 따라, 모든 직접 재료에 할당된 간접 비용을 포

함시킬 수 있다.

(d) 제한. 시간-재료 계약 방식은 다음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계약관이 어떤 다른 방식의 계약도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 결

정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i) 계약서상의 기본 기본이나 옵션 기간이 이행되기 전에, 계약관의 서명을 받은 것이어

야 한다.

(ii) 기본 기간과 옵션 기간을 합쳐서 3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본 기간이 이행되기 전

에, 계약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서는 계약자가 초과할 수 있는 상한가격을 포함한다. 계약자는 상한가격이 차후에 

변경될 수 있는 사유와 변경될 수 있는 액수를 밝힐 수 있도록 계약관련파일에 기록하여야 

한다. 상용 품목 조달을 위한 시간-재료 계약 방식이나 노동-시간 계약 방식의 사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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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더 많은 제한사항은 12.207(b)를 참고

(e) 입찰요청서 규정

(1) 계약관은, 적절한 가격 경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비상용 품목을 조달하기 위하여 

시간-재료 계약방식이나 노동-시간 계약 방식을 사용하려고 하는 때에는, 해당 입찰요청서

에 52.216-29(시간-재료/노동-시간 계약의 제안 요건-가격 경쟁 있는 비상용 품목 조달)에 

있는 규정을 삽입하여야 한다. 기관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계약관은 52.216-29

의 (c)에 있는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의무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또는 노동 급

료에 포함된 모든 하도급계약자·부서·자회사·계열사의 확인을 요청하기 위하여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2) 계약관은, 적절한 가격 경쟁을 통하여 가격을 결정하지 않는 비상용 품목을 조달하기 

위하여 시간-재료 계약 방식이나 노동-시간 계약 방식을 사용하려고 하는 때에는, 해당 입

찰요청서에 52.216-30(시간-재료/노동-시간 계약의 제안 요건-가격 경쟁 없는 비상용 품목 

조달)의 규정을 삽입하여야 한다.

(3) 계약관은 상용적인 시간-재료 계약 방식이나 상용적인 노동-시간 계약 방식을 사용하

려고 하는 입찰요청서에 52.216-31(시간-재료/노동-시간 계약의 제안 요건-상용 품목 조

달)의 규정을 삽입하여야 한다.

16.602 노동-시간 계약

설명. 노동-시간 계약방식은 계약자가 재료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점만 다를 뿐, 시간-재료 

계약 방식의 한 변형이다. 노동-시간 계약 방식에도 적용이 되는, 시간-재료 계약 방식의 

적용 및 제한 사항에 관한 12.207(b), 16.601(c), 16.601(d)를 참고. 상용 서비스에 대한 

노동-시간 계약 방식의 사용에 대해서는 12.207(b) 참고.

16.603 서신계약

16.603-1 설명

서신계약은 계약자가 즉시 물품 제조와 서비스 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적인 

계약 문서이다. 

16.603-2 적용

(a) (1) 구속력 있는 약속을 받은 계약자가 즉시 일을 시작하기를 정부가 원하는 때에 (2)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최종 계약(definitive contract)의 협상이 어려운 

때에, 서신계약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서신계약은 (1)과 (2)의 상황 하에서도 일

을 실행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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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격 경쟁을 기준으로 하여 서신계약을 낙찰하는 때에는, 계약관은 서신계약서에 총 

가격 상한을 포함시켜야 한다. 

(c) 52.216-25(계약사항의 구체화)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계약서에는 (1) 계약자가 가격 

제안서·비용/가격책정 데이터·제조 또는 구매 계획서·하도급계약 체결 계획서를 제출하

는 날짜 (2) 협상 개시 날짜 (3) 구체화를 가장 빨리 완료할 수 있는 목표 날짜를 포함하

여 구체적으로 협상할 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서신계약을 체결한 날 이후 180일 이내에, 

또는 이행할 업무의 40%를 완료하기 전에 (둘 중 빠른 것으로) 계약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

도록 해당 목록에 규정한다. 그러나 계약관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기관의 절차에 따라서, 

이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계약관과 계약자가 

가격/수수료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확정적인 계약을 협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52.216-25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자는 계속 일을 진행하고 계약관은 계약기관(contracting 

activity) 장의 승인을 받아, Subpart 15.4와 Part 31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가격/수수료

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결정 사항은 분쟁(dispute)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된다.

(d) 52.216-24(정부 책임 제한)에 있는 조항에 들어갈 정부의 최대 책임액은, 계약을 구체

화하기 전에 추산한 것으로, 자금에 대한 계약자의 요건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금액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최대 책임액은 최종 계약 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서신계

약서를 승인한 자가 사전에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 계약관은 11.604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서신계약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16.603-3 제한

계약기관의 장이나 지명 받은 자가 서신으로, 어떤 다른 계약방식도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

한 후에만 서신계약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서신계약은 

(a) 서신계약이 이행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초과하여 정부가 최종 계약을 체

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b) Part6에 의하여 경쟁이 요구되는 때에는, 경쟁 없이 체결할 수 없다.

(c) 새로운 요건에 부합되도록 수정될 수 없다. 단, 해당 요건이 기존의 서신계약과 불가

분의 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새로운 서신계약과 동일한 요건과 제한사항에 

수정이 가해진다.

16.603-4 계약 조항

(a) 계약관은 최종 계약에 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항 및 적절한 부가 조항을 서신계

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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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리고 계약관은 서신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다음의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1) 52.216-23(일의 착수와 이행)의 조항들. 표준서식 26호로 서신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이 조항들을 생략할 수 있다.

(2) 16.603-2(d)의 내용에 일치하는 액수를 기입한 52.216-24(정부 책임의 한계)의 조항

들. 

(3) 16.603-2(c)에 일치하도록 (b)를 기입한 52.216-25(계약사항의 구체화)의 조항들. 서

신계약을 맺는 당시에 계약관이, 최종 계약이 가격 경쟁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점을 알

고 있거나, 가격 경쟁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면 최종 계약이, 비용/가격책정 데이터 제출

을 요구하지 않는 15.403-1의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52.216-25의 (a)에서“및 제안서를 뒷받침하는 비용/가격책정 데이터”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 서신계약을 가격 경쟁을 기준으로 하여 낙찰하는 경우에는, 계약관은 52.216-25조항

과 그 AlternateⅠ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c) 계약관은 비용 상환 최종 계약(cost-reimbursement definitive contract)을 체결하려

는 경우에는,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16-26(구체화하기 전에 지불이 허용되는 비용)삽

입하여야 한다. 단, 해당 조달이 배의 개조, 변경, 수리를 수반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

다.

Subpart 16.7-합의서(Agreement)

16.701 범위

이 subpart는 기본 합의서 및 기본 주문 합의서의 체결과 사용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기술

한다. (일괄구매협정에 대해서는 13.303을 참고, 교육기관 및 비영리단체와 맺은 기본 협

정의 추가 범위에 대해서는 35.015(b)를 참고)

16.702 기본 합의서(basic agreements)

(a) 설명. 기본 합의서는 기관/계약기관과 계약자 사이에 협상된 양해 문서로써, (1) 두 

당사자 간의 장래 계약에, 해당 기간 동안 적용할 계약 조항을 담고 있다. 그리고 (2) 차

후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참조나 첨부 사항에 포함하여, 개별적인 장래 계약을 계획한다. 

기본 합의서가 계약서는 아니다.

(b) 적용.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한 계약자에게 상당히 많은 개별 계약들이 낙찰될 수가 있

는데, 그 계약자와의 사이에서 심각한 협상 문제가 되풀이되어 발생했던 적이 있는 경우

에, 기본 합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본 합의서는 협상된 정액 계약(negot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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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price contract)이나 비용 상환 계약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본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i) 법률, 행정명령(executive order), FAR 에 따라 협상 계약에 요구되는 조항들

(ii) FAR나 기관의 조달 규정에 기술되어 있는 조항으로, 당사자들이 각각의 계약서에 포

함하기로 합의한 기타 조항들 

(2) 기본 합의서는 일방 당사자의 서명 통지가 있는 때에는 30일 간 그 적용이 중단된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

(3) 기본 합의서는 유효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매년 검토되어야 하며, 이 규정의 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개정되어야 한다. 기본 합의서는 법적 요건 때문에 연간 검

토 전에 개정될 수가 있다. 기본 합의는 합의서 자체를 수정하는 것으로만 변경할 수 있으

며, 합의서를 통합한 계약서에 의해서는 변경될 수 없다. 

(4) 기본 합의서의 중단이나 수정으로 인한 결과는, 전에 이미 기본 협정서를 통합한 계약

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5) 기관의 계약관은 최대한, 다른 기관의 기본 합의서를 구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c) 제한 사항. 기본 합의서는

(1) 지출금(appropriations)나 의무적 자금(obligate funds)을 언급할 수 없다.

(2) 정부가 해당 계약자와 차후에 계약을 맺는다거나 주문을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명시

하거나 암시할 수 없다.

(3) 제한 경쟁 방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d) 기본 합의서를 통합한 계약서

(1) 기본 합의서를 통합한 계약서에는 업무의 범위, 가격, 납품, 기타 적절한 조건들에 관

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 합의서는 참조나 첨부 방식으로 계약서에 통합된다.

(2) 계약관은 마치 기본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여, 기본 합의서가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계약에 적용 가능한 사안과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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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의 계약서가 새로운 조달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정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기본 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포함된 합의 사항은 수정에 의해서 추가된 업무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수정을 한 날에, 계약서나 수정사항이 법률·행정명령·이 규정이 요구

하는 모든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최근 합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에게 이득이 되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기본 합의사항을 

계약 전체에 적용하기 위해 해당 합의 사항을 수정사항으로 통합할 수 있다.

16.703 기본 주문 합의서

(a) 설명. 기본 주문 합의서는 기관/계약시행기관/계약부서와 계약자 사이에 협상된 양해 

문서로써, (1) 두 당사자 간의 장래 계약(주문)에, 해당 기간 동안 적용할 조건과 계약 조

항 (2) 제공 대상인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 (3) 가격 책정 방식·주문서 발행 방

식·납품 방식을 담고 있다. 기본 주문 합의서가 계약서는 아니다. 

(b) 적용. 합의가 이루어지는 당시에는 정확한 품목 ․ 정확한 수량 ․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으나, 해당 합의서가 다루고 있는 유형의 물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계

약자로부터 구매가 예상되는 경우에, 물품/서비스의 불확실한 수요에 대한 계약을 신속하

게 체결하기 위하여 기본 주문 합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적절한 상황 하에

서 사용하게 된다면, 행정소요시간, 재고 투자 그리고 디자인 변화로 인한 재고품의 구식

을 감소시킴으로써 절약을 할 수가 있다.

(c) 제한 사항. 기본 주문 합의서는 정부가 해당 계약자와 차후에 계약을 맺는다거나 주문

을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명시하거나 암시할 수 없으며, 제한 경쟁 방식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기본 주문 합의서는

(i) 물품/서비스에 대해 계약자에게 지불할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서술하여야 한다.

(ii) 납품 조건을 포함하고 있거나, 납품 조건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iii) 합의서에 따라 주문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정부 activities의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

다.

(iv) 주문이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되는 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예, 주문서를 발행한 

때, 지정한 방법으로 주문서를 접수한 때, 또는 지정한 날 수 이내에 주문서를 거절하지 

않은 때)

(v) 가격이 책정되기 전에 발행된 주문서의 경우, 가격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은 기본 주문 합의서의 분쟁 조항에 따른 분쟁사항이라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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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빠른 지급 절차(fast payment procedure)를 주문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13.403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기본 주문 합의서는 유효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매년 검토되어야 하며, 이 규정의 요

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개정되어야 한다. 기본 주문 합의서는 의무적인 법적 

요건 때문에 연간 검토 전에 개정될 수도 있다. 기본 주문 합의서는 합의서 자체를 수정하

는 것으로만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서에 따라 발행된 개별 주문서에 의해서는 변경될 수 

없다. 기본 주문 합의서의 수정된 사항은 수정 전에 발행된 주문서에는 소급하여 영향을 

미칠 수 없다.

(d) 주문서. 기본 주문 합의서의 리스트에 있는 정부 기관을 대표하는 계약관은 해당 합의

서의 대상 물품/서비스를 요청하는 주문서를 발행할 수 있다. 

(1) 기본 주문 합의서에 따라서 주문서를 발행하기 전에, 계약관은

(i) Part 6에 일치하는 경쟁을 확보하여야 한다.

(ii) 경쟁 후에 주문을 하게 되는 경우, 기본 주문 합의서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입찰자에

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장하여야 한다.

(iii) 마치 주문이 기본 주문 합의서에서 독립하여 낙찰된 계약인 것처럼, 정당성 승인서 

및 결정문에 서명하거나 이를 얻어야 하며, 1.602-1(b)에 부합하는 기타 요건들을 따라야 

한다.

(2) 계약관은 

(i) 기본 주문 합의서에 의한 주문서는 임의서식 347호(물품이나 서비스 주문서)나 기타 

적절한 계약 문서로 발행하여야 한다.

(ii) 기본 주문 합의서의 규정을 참조 형식으로 추가하여야 한다.

(iii) 해당하는 경우, 주문서에 6.302에 따른 승인 근거를 인용하여야 한다.

(iv) 5.201에 의해 요약 공고를 하는 때에는, 5.203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관은 가격을 책정하기 전까지는, 주문서에 따른 작업 착수를 계약자에게 최종 약

속하거나 인정해서는 안 된다. 단, 주문서에 정부의 의무를 제한하는 상한 가격을 설정한 

경우 그리고 다음의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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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문 이행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기본 주문 합의

서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

(ii) 해당 물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부득이하고 매우 급박한 경우(예, 작업을 시작하기 

전 가격이 책정되고 이행이 가능해지는 때보다 더 서둘러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정부

가 심각하게 재정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계약관은 가능한 한 빨리 가격책정을 진

행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문 전체에 소급하여 가격을 매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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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특수한 계약 방법(Special Contracting Methods)

Subpart 17.1- 장기계속계약(Multi-year contracting)58)

17.101 근거

이 subpart는 1949년의 연방재산및행정서비스법(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의 section 304B와 10 U.S.C.2306b의 내용을 시행하는 규정이며, 장기계속

계약 체결 방식의 활용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다룬다.

17.102 적용

국방부, 항공우주국과 해안경비대가 40 U.S.C. 759가 적용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17.101에 인용된 근거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17.103 정의

“취소(cancellation)”란, 남아있는 총 사업기간(program years)의 모든 조달을 (계약

으로 명시된 기간 내에)취소한다는 것이다. 취소는 계약관이 다음과 같이 조치할 때 발

생한다.

(1) 계약자에게 다음 사업 연도(program year)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을 사용할 

수 없음을 통지한다.

(2) 다음 사업 연도의 요구사항(수요)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취소금액 상한액(cancellation ceiling)”이란, 계약이 취소가 되는 경우에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취소 금액(cancellation charge)을 말한다.

“취소 금액(cancellation charge)"이란, 취소된 기간을 포함한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

친 상각(amortization)을 통해 공제되어, 회복될 수 없는 비용의 총액을 의미한다.

“장기계속계약”이란 1년 초과에서 5년 미만의 사업 기간 동안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자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장기계속계약에는, 다음 연도 계약의 이행은 자금 확보  여부에 

따른다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규정하는 때에는) 자금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취

소로 인한 지급(cancellation payment)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과 

58) 17.103의 정의에 따른 Multi-year contract는 ① 사업계획은 확정되어 있으나, ② 총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고 

당해 연도의 예산만을 확보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장기계속계약과 비슷하다. 따라서 multi-year 

contract를 장기계속계약이라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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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계약(multiple year contract)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장기계속계약(17.101에 

인용된 법률에 정의)은 처음에는 각 사업 연도의 옵션을 설정하거나 행사하는 것 없이 1

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구매한다는 점이다.

"일회성 비용(nonrecurring costs)"란 일반적으로 한번(one-time)씩 발생하는 비용을 말

한다. 플랜트나 설비 이전 비용, 플랜트 재정비 비용, 특수 기계와 특수 테스트 설비에 

드는 비용, 생산준비 단계의 엔지니어링 비용, 초기 공손 비용(spoilage cost), 초기 재

작업 비용, 전문 인력 교육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반복 비용(recurring costs)”이란, 노동과 재료처럼 생산되어지는 수량에 따라 달라

지는 비용을 말한다.

17.104 일반

(a) 장기계속계약은, 비록 계약의 낙찰 당시에는 궁극적으로 지불에 충당될 총 자금을 

확보할 수 없다 하더라도, 5년간 계획되어 있는 사항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수량과 총 

비용이 알려진 수요를 조달하기 위한 특수한 계약방법이다. 단, 법률에 달리 정해져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방법은 봉합입찰이나 협상계약에 사용할 수 있다. 

(b) 장기계속계약은 광범위한 조달에 적용할 수 있는, 신축성 있는 계약 방식이다. 장기

계속계약에서 사용되는 취소 조건의 범위는 각 계약의 고유한 환경에 따라 다르다. 따라

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기관의 장은 이 subpart에 정한 요건과 52.217-2(장기계속계약

의 취소) 조항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c) 기관의 장기계속계약 자금은 예산관리국 회람 A-11(예산서의 작성과 제출), A-34(예

산집행 유의사항)와 장기계속계약의 자금에 관한 기타 지침들에 부합하여야 한다. 해당 

지침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장기계속계약에 사용될 자금은 취소 와/또는 종료로 인한 비

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정 자산의 조달을 위한 장기계속계약은 경

제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단계들에서 충분하게 자금이 충당되어야 한다.

(d) 장기계속계약을 포함한 모든 정부 계약에는 임의종료(termination for convenience)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취소와는 달리, 종료는 계약기간 어느 때라도 이루어질 수 있으

며(취소는 회계연도 사이에 이루어진다.),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반면에 취소는 다음 회계연도의 수량 전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17.105 정책

17.105-1 사용

(a) 국방부·항공우주국·해안경비대를 제외하고, 계약관은 계약기관의 장이 다음과 같

이 결정하는 때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378 -

(1) 물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확실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지속 된다.

(2) 장기계속계약은 기관이 사업을 경제적으로 관리·실행·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완

전공개경쟁을 장려함으로써 미국에 최상의 이익을 제공해 줄 것이다.

(b) 국방부·항공우주국·해안경비대는 다음의 경우, 기관의 장이 물품에 대한 장기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장기계속계약 방법을 사용한다면, 연간 계약을 통한 사업 수행에 들어갈 것으로 추

정한 총 비용을 상당히 절약하게 될 것이다.

(2) 체결하려는 계약기간 동안에, 생산율·조달율·총 수량 면에서 최소 수요가 고정되

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조달 대상 물품에 대한 안정된 설계(stable design)가 있으므로 해당 물품과 관련된 

기술적 위험이 많지 않다.

(4) 기관의 장이 해당 계약에 대한 자금을, 계약 취소를 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약 

기간 동안에 요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5) 계약 비용과, 장기계속계약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지 않는(절약하는) 비용 모두에 

대한 추정치가 현실적이다.

(c) 물품이나 서비스 조달에 장기계속계약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d) 다음 연도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금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 기관은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17.105-2 목적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위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사용할 수 있다.

(a) 낮은 비용

(b) 표준화 증대

(c) 계약의 체결과 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의 감소

(d) 생산이나 이행의 상당한 지속성으로 인하여 연간 개시 비용, 생산전 테스트 비용, 

준비 비용과 철수 비용을 절약



- 379 -

(e) 계약자 노동인력의 안정

(f) 매년 새로운 계약자에 대한 품질관리방법 및 그 절차의 제정이 불필요

(g) 특히 개시 비용이 높은 경우에 적은 수량이라는 이유로 경쟁을 하지 않으려는 회사

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줌으로써 경쟁의 기반을 확대

(h) 계약자들이 자본 설비·장비·선진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

17.106 절차

17.106-1 일반

(a) 계약 방법. 장기계속계약은 봉합입찰·2단계 봉합입찰·협상과 양립할 수 있으므로, 

계약 방법은 조달의 성질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b) 계약 형태. 장기계속계약에는 장기적인 이행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액가격계약

(fixed-price contracts)의 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계약자가 갖는 위험부담과 자금지원 

방식에 상응할 수 있는, 시장가격조정 조건 및 목표수익을 활용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

다.

(c) 취소 절차

(1) 첫 해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 기간(program years) 중에 취소를 할 수 있다. 취소 

대상이 되는 매 해마다, 계약관은 취소금액 상한액(cancellation ceiling)을 설정하여야 

한다. 전년도 사업에 포함되었던 조달 금액은 한도 금액 설정 시에 제외되어야 한다. 계

약관은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인 잔여 조달의 금액에 비례하여 각 사업 연도의 취소금액 

상한액을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총 일회성비용이 총 장기계속계약 금액의 10%이고, 5

년간 사업 연도의 각 연도별 비율이 (i) 첫 해는 30% (ⅱ) 두 번째 해도 30% (ⅲ) 세 번

째 해는 20% (iv) 네 번째 해는 10% (v) 다섯 번째 해는 10%라고 해보자. 그러면 취소율

은, 첫 사업 연도의 3%를 제외하면, 사업 연도 순으로 각각 7%, 4%, 2%, 1%가 된다.

(2) 취소금액 상한액을 결정하는 때에, 계약관은“보통의”주계약자나 하도급계약자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산전 비용이나 개시 비용, 노동력 훈련 비용, 기타 일

회성 비용을 추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용들은 장기계속계약에 의하여 공급될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반영이 되고, 보통 상각(분할 배분)이 된다. 일회성비용에는, 플랜트/

설비의 이전 비용이나 재정비 비용 ․ 특수 기계와 특수 테스트 설비에 드는 비용 ․ 생산

준비 단계의 엔지니어링 비용 ․ 초기 재작업 비용 ․ 초기 공손 비용 ․ 시운전 비용 ․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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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위해 설치하거나 구입한 시설에 든 총 비용의 일부 비용 ․ 전문 인력들의 모임, 

교육, 현장 이동에 드는 비용 들이 해당한다. 다음연도 사업의 조달을 이행하기 위해 발

생하는 노무비 ․ 재료비 ․ 기타 비용 들은 일회성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회성

비용의 합리적인 비율이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에 언급한 비용들에 대한 총 추정

금액을 계약 추정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이를 계산하기 위하여, 계약관은 반복비용과 

일회성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주는 내부 엔지니어링 비용 견적서를 확보하여

야 한다.

(3) 계약관은 각 사업 연도의 취소 날짜와 해당 조달을 위한 자금지원이 합리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는 날짜를 정하여야 한다. 계약관은 이들 날짜들을 일정표에 포함시켜야 한

다.

(d) 취소금액 상한액. 입찰요청서 발행 후에도 필요하다면 취소금액 상한액과 취소일자

를 변경할 수 있다. 봉함입찰의 경우에, 계약관은 개찰(bid opening)하기 전에 입찰요청

서를 수정하여 한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2단계 봉합입찰에서는, 1단계의 논의

(discussion) 중에, 2단계에 반영할 취소금액 상한액과 취소일자를 변경할 필요성을 말

할 수 있다. 협상의 경우에는 최종 협상과 계약 낙찰이 있기 전에, 입찰자(제안자)와의 

협상 중에 취소금액의 상한액과 취소일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 취소 금액의 지급. 취소가 되는 경우, 정부의 책임(liability)은 계약 조건에 의하

여 결정된다.

(f) 사전입찰요청서 또는 입찰전 회의. 장기계속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든 관

심 있는 공급자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사전입찰요청서나 입찰전 회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 지급 한도. 계약관은 정부의 지급 의무(payment obligation) 한도를 계약 이행을 위

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첫 번째 사업연도에 사용할 금액을 계약서에 삽

입하고, 자금 이용도에 따라서 다음 사업 연도의 금액을 수정하여야 한다.

(h) 종료로 인한 지급. 취소되는 조달을 포함하여 계약 전부가 정부에 의해 임의종료 되

는 때에는, 정부가 지급해야하는 금액은 계약 이행을 위해 사용하기로 Schedule에 명시

한 금액 및 취소금액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17.106-2 입찰요청서

장기계속계약의 입찰요청서는 평가를 위해 검토될 모든 요소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a) 다음의 물품이나 서비스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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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사업 연도 기간

(2) 각 사업 연도의 조달을 포함하고 있는 장기계속계약 기간

(b) 첫 번째 사업 연도의 조달에 관해 최저로 평가된 제출물과 장기계속기간의 조달에 

관해 최저로 평가된 제출물을 비교하는 기준

(c) 낙찰하기 전에 정부가 첫 번째 사업 기간의 조달만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정

부는 첫 번째 사업 연도의 가격이나 추정 비용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는 규정

(d) 연도별 취소금액 상한액과 각 사업 연도의 취소 날짜를 명시하는 규정

(e) 1년 미만의 조달에 대한 낙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f) 연간 계약체결에 들어갈 정부의 행정 비용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을 입찰요청서에 밝힌 경우에만, 해당 비용을 평가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g) 취소금액 상한액은 평가요소가 아니라는 점

17.106-3 국방부 ․ 항공우주국 ․ 해안경비대에 적용되는 특별 절차

(a) 하도급계약자 ․ 공급자 ․ 주공급자(vendor)의 참여. 국방산업의 기반을 넓히기 위하

여,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1) 하도급자 ․ 공급자 ․ 주공급자인 회사들과 장기계속계약을 맺도록 시도하고, 장기계

속계약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 장기계속계약에 참여하고 있는 하도급자 ․ 공급자 ․ 주공급자 회사에게 지급 금액이

나 기타 이익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액은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b) 기존 권한의 보호. 장기계속계약은 가능한 한, 부(Department)나 기관(agency)이 갖

고 있는, 비용 ․ 품질 ․ 일정에 결함이 있는 주계약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배

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c) 자금 부족으로 인한 취소나 종료. 이 section의 절차를 이용하여 낙찰된 장기계속계

약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 계약은 취소되거나 종료될 수 있

다.

(d) 장기계속계약 절차에 따라 낙찰된 계약은 확정정액가격(firm-fixed price), 시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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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조정부 정액가격(fixed-price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정액가격 인센티브

(fixed-price incentive)로 하여야 한다.

(e) 취소금액 상한액에 포함된 반복 비용. 취소금액 상한액에 반복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보통의 계약자금 처리방식에 대한 예외적인 것으로,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f) 연도별 제안서와 다년도 제안서. 다년도 낙찰이 정부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 

연도별 제안서와 다년도 제안서 모두를 확보함으로써 연간 낙찰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두 제안서를 확보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비용과 기타 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크고 복잡한 조달의 경우에, 두 제안서를 모두 작성하고 평가하는 

것은 제출자와 정부 모두에게 행정적 비용과 업무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년도 가격만

을 요구하는 입찰요청서가 정부에 이익이 되고, 17.105-2(목적)에 부합하는데 두 개의 

제안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계약기관의 장은 다년도 가격만을 요

구하는 입찰요청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g) 단가. 장기계속계약 절차는 계약의 전체 수량에 대해서 일정 비용으로 상각

(amortization)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모든 물품이

나 서비스의 경우 동일한(동일한 수준의) 단가(시장가격조정 조건을 적용하는 때에는 제

외)가 된다. 동일한 수준의 단가가 정부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관의 장이 

다양한 단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단, 경쟁적인 제안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한 타당

한 평가 방법이 있어야 한다.

17.107 옵션

장기계속계약서에 옵션을 포함시킴으로써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 계약관

은 subpart 17.2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이미 상각된(amortized) 플랜트와 장비에 대한 

금액이나 기본 계약서에 포함되었던 일회성 비용은 옵션에 포함하지 않는다.

17.108 의회의 통지

(a) 국방부 ․ 항공우주국 ․ 해안경비대의 경우는 제외하고, 취소금액 상한액이 1천1백5십

만 달러를 초과하는 장기계속계약은, 기관장이 하원 및 상원의 지출승인 위원회와 해당 

기관을 감독하고 있는 상하 양원의 위원회에 해당 계약과 그 취소금액 상한액에 관한 사

항을 서면 통지할 때까지 낙찰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위원회에 관한 정보는 계약관이 

쉽게 입수할 수 없으므로 기관은 기관의 내부 규정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통지를 한 날 이후 31일 까지 계약이 낙찰되지 않을 수 있다.

(b) 국방부 ․ 항공우주국 ․ 해안경비대의 경우, 취소금액 상한액이 1억1천4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장기계속계약은, 기관장이 하원 및 상원의 군사 위원회와 지출승인 위원회에 

해당 계약과 그 취소금액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서면 통지할 때까지 낙찰되지 않을 수 

있다. 통지를 한 날 이후 31일 까지 계약이 낙찰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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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9 계약 조항

(a) 계약관은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때에는,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52.217-2

(장기계속계약의 취소)의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b) 시장가격조정(economic price adjustment) 조항. 시장가격 조항을 장기계속계약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생산 기간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에서 노무비와 재료비가 

불확실한 때에는, 계약관은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조정 조항을 활용하여야 한다. 서비스를 

계약하는 경우, 계약관은

(1) 해당 계약서가 52.222-41(1965년 서비스계약법)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52.222-43(공정근로기준법 및 서비스계약법-가격 조정)의 조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2) 법 ․ 규정 ․ 국제 협정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해외 계

약인 때에는, 52.222-43의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3) 잠재적인 가격 변동을 반영하고자 하고, 52.222-43 조항에 따라 가격 변동이  예비

비(cost contingencies)에 계산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16.203에 따라 시장가격조정 조

항을 활용할 수 있다.

Subpart 17.2-옵션

17.200 범위

이 subpart는 입찰요청서 규정과 계약 조항에 옵션을 사용하는 정책과 절차를 기술한다. 

기관의 규정에 정해진 경우는 예외로 하고, 이 subpart는 (a) 건물 ․ 다리 ․ 도로 ․ 기타 

물적 재산의 건설 ․ 개조 ․ 수리 (준설 ․ 굴착 ․ 페인팅 작업 포함) 서비스 계약 (b) 건축

설계 서비스 계약 그리고 (c) 연구개발 서비스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

한 계약에 옵션은 사용할 수 있다.

17.201 [유보]

17.202 옵션의 사용

(a) 이 section (b)와 (c)의 제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봉합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 방식 모두에서 옵션이 정부에 이익이 되는 경우, 계약관은 옵션을 계약에 포함시

킬 수 있다. 봉합입찰방식을 사용하는 때에는, 계약관은 입찰요청서에 52.217-5(옵션의 

평가) 규정을 포함시키기 전에, 옵션을 행사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서면 

결정을 하여야 한다. (옵션 행사와 관련해서는 17.207(f)를 참고)

(b) 계약관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때에는, 옵션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부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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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상되는 조달이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i) 경제적 최소 수량 (즉, 개시 비용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수량,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

품을 생산하기에 충분한 수량)

(ⅱ) 경쟁적인 조달 ․ 생산 ․ 납품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납품 조건

(2) 수량불확정계약이나 의무수량계약이, 옵션을 추가하는 계약방식 보다 더 적절한 방

식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옵션 있는 수량불한정계약 방식이나 옵션 있는 의무수량계

약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c) 계약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옵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계약자가 부당한 위험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 예, 필수 노동 ․ 재료의 가격이나 확보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미리 알 수 없는 상황

(2) 관련된 물품/서비스의 시장 가격이 크게 변동할 것 같은 경우

(3)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확실한 조달을 옵션으로 하는 경우, 단

(i) 학습양이나 테스트량이 기본 수량이라면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ⅱ) 최초 계약이 낙찰된 후에, 옵션에 대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면 옵션을 사용할 수 있

다. 

(d) 첫 번째 계약기간 이후에도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 계약이 필요하다는 점 (2) 중단된 지원으로 인하여 잠재

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서비스 계약에 옵션을 포함시킬 수 있다. 

17.203 입찰요청서

(a) 향후 계약서에 옵션의 행사를 규정하려고 하는 때에는, 적절한 옵션 규정 및 조항들

이 입찰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b) 옵션 규정을 담고 있는 입찰요청서는, 옵션을 제외하거나 포함시키는 옵션 평가 기

준을 기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찰자(제안자)에게, 정부가 낙찰 시에 옵션을 행사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c) 일반적으로 입찰요청서는 가격에 제한이 없는, 수량에 대한 옵션(option quantities)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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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량 옵션이 낙찰 평가 대상인 때에는 가격에 제한이 없어야 한

다.(17.206 참고)

(d) 기본 조달의 단가와는 다른 단가에 옵션을 허용하는 입찰요청서에는, 입찰자(제안

자)가 실제 주문되는 수량과 주문 일에 따라 결정되는, 다양한 가격 옵션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기술되어야 한다.

(e) 정부가 낙찰 시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d)에 명시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 입찰요청서는 정부가 옵션을 평가할 가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f)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입찰요청서가 최초 조달의 가격보다 높지 않은 옵션 가격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 17.206에 따라 옵션을 평가할 수 없는 때

(2) 옵션에 대한 경쟁이 불가능한 때

 

(g) 최초 조달의 가격보다 높지 않은 옵션 가격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입찰요청서는 

(1) 기준 가격보다 높은 옵션 가격을 제시한 입찰서(제안서)는 다른 입찰자(제안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만 수락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추가하는 물품에 대한 옵션 수량은, 동일한 계약 품목의 최초 수량의 50%이하로 제

한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계약관보다 상위 지위에 있는 자가 수량의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

(h) 해당 조달이 세계무역기구(WTO)정부조달협정(GPA)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의 양허하

안선(thresholds)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옵션 금액(value of option)을 포

함한다.

17.204 계약서

(a) 물품/서비스의 추가 구매에 관한 제한사항과 계약기간의 지속(연장 포함)에 관한 제

한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b)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서에 정하여야 한다.

(c) 계약자가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옵션행사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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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서비스 계약의 경우, 옵션행사 기간을 계약완료일 이후로 연장할 수 있다. 계약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연도에 옵션을 행사하면 당해 회계연도 중에는 충당할 수 없는 자금

의 지출이 야기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e) 기관의 절차에 따라 달리 승인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서비스의 경우, 기본 계약

기관과 옵션 기간은 합쳐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물품의 경우, 기본 수량과 옵션 수량

을 합쳐서 5년간의 수요량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정보기술 계약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양한 계약들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들, 예를 들어 서비스계약

법(22.1002-1 참고),은 계약 기간에 대해 추가적인 제한을 할 수 있다.

(f) 물품/서비스의 수량을 증가시키는 옵션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서에 표현할 수 

있다.

(1) 지정된 품목의 퍼센트로 표시

(2) 지정 품목을 증가

(3) 옵션으로 지정된 품목에 추가적인 번호를 매겨서

(g) 완료일을 수정하거나 이행 시간을 추가하는, 예를 들어 일(日) ․ 주(週) ․ 개월(月), 

방식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계약서에 표현할 수 있다.

17.205 문서화

(a) 계약관은 옵션 수량이나 옵션 기간, 옵션 행사를 위해 통지해야 하는 기간, 

17.203(g)에 의한 옵션 가격 제한을 서면으로 정당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관련서류

에 이 증명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b) Part 6에 따른 정당성 승인서와 결정문에는 기본 조달 및 옵션에 의해 증가된 조달 

모두가 명시되어야 한다.

17.206 평가

(a) 기본 계약을 낙찰함에 있어서, 정부가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입찰(제안)을 요청

하기 전에 결정한 때에는(17.208 참고), 계약관은 입찰서(제안서)의 옵션 수량이나 옵션 

기간을 평가(이 section (b)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하여야 한다. 

(b) 평가가 정부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계약관보다 상위의 책임자가 이 결정

을 승인한 때에는, 계약관은 옵션 수량이나 옵션 기간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 옵션 수량

을 평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이란,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금

을 사용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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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7 옵션의 행사

(a) 옵션을 행사하는 때에는, 계약관은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자에게 서면 통지

하여야 한다.

(b) 계약서가 시장가격조정을 규정하고 있고 계약자가 가격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관은 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옵션에 따른 가격조정으로 인한 결과를 따져보아야 한

다.

(c) 계약관은 다음의 사항을 판단한 후에만, 옵션을 행사하여야 한다. 

(1)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2) 옵션에 의한 조달이 현재의 정부 수요를 채워준다.

(3) 옵션 행사가 정부의 수요 ․ 가격 ․ 다른 고려 요소(이 section (d)와 (e)를 참고)들

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4) Part 5에 따라서 옵션에 대한 요약공고가 이루어졌다. 단, 5.202(a)(11)의 면제나 

5.202의 기타 면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5) 계약자가 부정당업자 명단(EPLS)에 올라가 있지 않다(FAR 9.405-1 참고).

(d) 계약관은 가격과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 후에, 다음 중 하나의 기준에 따라 옵션 행

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입찰요청서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옵션 가격보다 더 나은 가격이나 

더 유리한 제안을 받을 수 없다. 현 계약의 옵션 가격이 이용 가능한 최선의 가격일 것

으로 예상되거나, 지금의 옵션 가격이 더 유리한 제안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계약관은 

시장을 시험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2) 비공식적인 가격 분석이나 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가, 옵션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더 

낫거나 해당 옵션이 더 유리한 제안임을 보여준다.

(3) 옵션 있는 계약을 낙찰한 시간과 해당 옵션을 행사할 시간 사이가 너무 짧아서 지금

의 옵션 가격이 입수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이거나 더 유리한 제안일 수밖에 없다. 계약관

은 시장 안정성과 같은 요소와, 낙찰 이후의 시간과 통상적인 계약 기간의 비교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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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이 section (c)(3)의 다른 요소들을 판단할 때에는

(1) 지속적인 운영의 필요성과 운영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잠재적인 비용을 검토하

여야 한다.

(2) 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f) 계약관은 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옵션의 행사는 옵션 조건, 이 section의 요건과 

Part 6에 따른다는 내용의 서면 결정문을 만들어 계약관련파일에 포함시켜야 한다. 완전

공개경쟁에 관한 Part 6의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옵션은 최초 계약의 일부로 평가

되었어야 하고 기본 계약서에 명시된 양(금액)만큼 행사되어야 하며, 기본 계약의 조건

으로부터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1) 달러로 표시된 금액

(2) 기본 계약서에 정한 규정(방식)을 적용하여 결정된 금액, 그러나 정액 타입

(fixed-price type) 계약에서는 업무(work)에 대해 재조정된 가격은 포함하지 않음.

(3) 비용-타입(cost-type) 계약의 경우

(i) 해당 옵션이 고정 금액이나 최대 금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ⅱ) 고정 금액이나 최대 금액은 기본 계약서에 정한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된다(그러나 

16.102(c) 참고).

(4) 시장가격조정 규정의 대상인 특정 가격

(5) 노동부 장관이 정한 급료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특정 가격

(g) 계약을 변경하거나 계약자에게 옵션의 행사를 통지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옵

션 조항을 근거로써 인용하여야 한다.

17.208 입찰요청서 규정 및 계약 조항

(a) 입찰요청서에 옵션 조항은 포함되어 있으나 이 section의 (b)나 (c) 중 하나는 포함

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52.217-3(옵션 평가 예외)규정과 상당히 동일한 규정을 입찰요

청서에 삽입하여야 한다.

(b) 입찰요청서에 옵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관이, 옵션의 행사 가능성이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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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낙찰 시에 해당 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52.217-4(계약 낙찰시에 행사되

는 옵션의 평가)와 상당히 동일한 규정을 입찰요청서에 삽입하여야 한다.

(c)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2.217-5(옵션의 평가)와 상당히 동일한 규정을 입찰요청서

에 삽입하여야 한다.

(1) 입찰요청서에 옵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계약 낙찰 시에는 옵션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3) 확정정액계약,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계약, 기관 절차 하에 승인된 기타 유형의 계약

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

(4)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계약관이 결정한 경우. 봉함입찰일 때에는, 해

당 결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d) 옵션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17.200과 17.202 참고)하고, 옵션 수량이 기본 계약 수

량의 퍼센트로 표시되어 있거나 특정 품목명의 추가 수량으로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52.217-6(수량증가 옵션)과 상당히 동일한 조항을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서비스 계약 이

외의 계약)에 삽입하여야 한다.

(e) 옵션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17.200과 17.202 참고)하고, 별도로 가격이 매겨져 있고 

기본 계약의 품목명과 동일한 품목명으로 옵션 수량이 표시되는 때에는, 52.212-7(수량

증가 옵션-별도의 가격이 매겨진 품목명)과 상당히 동일한 조항을 입찰요청서와 계약서

(서비스계약 이외의 계약)에 삽입하여야 한다.

(f) 옵션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17.200, 17.202과 37.111 참고)한 때에는, 52.217-8(서

비스연장 옵션)과 상당히 동일한 조항을 입찰요청서와 서비스 계약서에 삽입하여야 한

다.

(g) 옵션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17.200과 17.202 참고)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일

부 또는 전부를 계약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52.217-9(계약기간의 연장 옵션)

와 상당히 동일한 조항을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삽입하여야 한다.

(1) 정부는 계약자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 예비 통지하여야 한다

는 요건

(2) 계약기간의 연장에는 옵션의 연장이 포함된다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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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의 총 지속 기간에 관한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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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장 외국산 제품 조달(Foreign Acquisition)

25.000 범위

(a) 이 part는 다음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규정한다.

(1) 외국산 물품, 외국산 서비스 및 외국산 건설자재의 조달

(2) 해외에서 이행되는 계약

(b) 이 part는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무역 협정, 그리고 기타 법률 

및 규정을 시행한다.

25.001 일반

(a)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은

(1) 국내 물품이 아닌 물품을 미국 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을 규제한다. 계

약관이 최저가 국내산 제품의 입찰(제안)이 비합리적이라고 결정하거나 다른 예외가 적

용(subpart 25.1 참고)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외국산 제품(end product)을 구매할 수 

있다. 

(2) 몇 가지를 예외로 하고, 미국 내에서의 건설계약에서는 국내 건설자재만을 사용할 

것을 규정한다.

(b)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의 제한사항은 무역협정에 따른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ubpart 25.4). 무역협정에 따른 조달에서, 몇몇 국가의 제품과 건설자재는 평가에서 

국내 입찰(제안)과 차별 없는 대우(nondiscriminatory treatment)를 받는다. 일반적으

로, 조달금액에 의하여 어떤 무역협정을 적용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무역협정의 적용에 

대한 예외는 subpart 25.4에 기술되어 있다.

(c)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에 따라서 제품(정의에 대해서는 25.003 참고)의 원산지를 판

단하는 방법은 무역협정에 따라서 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방법과 다르다.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에 관한 보고 기준(25.004 참고)과도 다르다.

(1)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은“국내산 제품”이나 “국내산 건설자재”를 정의하는데 두 

가지 면을 확인한다(미국에서 제조되고, 국내 부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함). 상업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규격품을 조달하는 경우는 부품 테스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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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part

물품 건설 서비스
국내 

사용

국외 

사용
국내 국외

국내 

이행

국외 

이행

25.1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물품 × - - - - -

25.2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건설자재 - - × - - -

25.3 국외 이행 계약 - × - × - ×

25.4 무역협정 × × × × × ×

25.5 해외 입찰서(제안서) 평가-공급 계약 × × - - - -

25.6 미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미국산제

품우선구매법-건설자재
×

25.7 금지된 공급원 × × × × × ×

25.8 기타 국제협정 및 국제협력 × × - × - ×

25.9 관세 × - - - - -

25.10 추가 해외조달 규정 × × × × × ×

25.11 입찰요청서 규정 및 계약서 조항 × × × × × ×

(2) 무역협정 하에서는,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상당한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다(예, 하나의 물건이 원래의 물건과는 명칭 ․ 성질 ․ 용도에서 뚜렷

이 구별되는 새롭고 다른 상품으로 변형). 

(3) 25.004의 보고 요건의 경우, 유일한 기준은 부품의 원산지는 고려하지 않고, 제품의 

제조지가 미국인지 외국인지의 여부이다. 

(4) 2009년 미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에 따라 승인된 자금을 사용하는 때에는, “국내 제

조 건축자재”의 정의에 부합하려면 해당 자재가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

품의 원산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25.002 적용

다음의 표는 적용범위를 보여준다. Subpart 25.5는 입찰서(제안서)에 대한 종합적인 평

가 절차 및 예시를 규정한다.

25.003 정의

이 part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캐나다산 제품”이란 다음의 물건을 말한다.

(1) 캐나다에서 전부 산출, 생산 또는 제조된 물건.

(2)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나라의 재료로 만든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상당한 변

형을 거쳐서 원래의 물건과는 명칭 ․ 성질 ․ 용도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새롭고 다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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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된 물건. 이 용어는 물건에 부수적인 서비스(운송 서비스 제외. 부수적인 서비스의 

금액은 물건 자체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를 포괄하는 제품의 금액을 계산할 목적의 

상품이 아니라, 공급계약에 따라 구매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을 가리킨다. 

“카리브해연안국”이란 다음의 국가를 말한다. 앤티가 바부다, 아루바, 바베이도스, 벨

리즈,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도미니카,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몬세라

트, 네덜란드령 앤틸리스, 세인트 키츠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트리니다드 토바고.

“카리브해연안국 제품”이란

(1) 다음의 물건을 말한다.

(i) (A) 카리브해연안국에서 전부 산출, 생산 또는 제조된 물건.

(B)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산 재료로 만든 경우, 카리브해연안국에서 상당한 변

형을 거쳐 원래의 물건과는 명칭 ․ 성질 ․ 용도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새롭고 다른 상품이 

된 물건. 

(ⅱ) 19 U.S.C. 2703(b)에 따른, 카리브해 국가에 대한 비관세 대우(duty-free 

treatment)에서 제외된 물건

(A)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음의 물건들은 카리브해연안국 제품이 아니다.

(1) 밀폐용기에 담아 만들거나 보존하는 참치

(2) 석유나 석유에서 파생된 생산품

(3) 기계식 ․ 수정 디지털식 ․ 수정 아날로그식 등의 손목시계와 그 부품(케이스, 팔찌, 

끈 포함)에, 미국 관세분류표(HTSUS)의 column 2 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예, 아프가니스

탄, 쿠바, 라오스, 북한, 베트남)의 생산품인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4) 신발 ․ 핸드백 ․ 여행 가방 ․ 양모나 무명으로 짠 속옷 ․ 작업용 장갑과 같은 섬유 의

류 제품, 수직기(手織機) ․ 수공으로 만든 가죽 의류 제품, 민속 제품 

(B) 인터넷 http://www.usitc.gov/tata/hts/을 통해서 HTSUS에서 (1)(ⅱ)(A)(4)에 해당하는 

유형의 면세 대상 물건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음을 참고한다.

(1) General Note 3(c)(특별관세대우 대상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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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eneral Note 17(2000년 미국-카리브해연안 무역파트너쉽법에 의해 수혜국

(beneficiary countries)으로 지정된 국가의 생산품)

(3) Section ⅩⅫ 내 Chapter 98의 Subchapter Ⅱ (수출된 물품과 반환된 물품, 외국에

서 향상되거나 개량되지 않은 물품, U.S. Note 7(b))

(4) Section ⅩⅫ 내 Chapter 98의 Subchapter ⅩⅩ(미국-카리브해연안 무역파트너쉽법

에 의한 특별관세수혜 대상인 물품)

(2) 물건에 부수적인 서비스(운송 서비스는 제외. 부수적 서비스의 금액은 물건 자체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를 포괄하는 제품의 금액을 계산할 목적의 상품이 아니라, 공

급계약에 따라 구매용으로 제공되는 생산품을 가리킨다.

“민간항공기 및 관련 제품”이란 다음을 말한다.

(1) 국방부나 해안경비대가 사용하기 위하 구매한 항공기가 아닌 모든 항공기

(2) 항공기의 엔진(그리고 엔진에 포함된 부품과 구성품)

(3) 기타 항공기 부품, 구성품과 하위부품

(4) 비행기를 제조 ․ 수리 ․ 유지 ․ 재건 ․ 변경 ․ 개조하는 장비나 대체 장비로써 사용되

던 사용되지 않던 간에 그리고 무역협정법(Trade Agreements Act)의 section 601(a)(2)

에 따라 비행기가 비관세 대우를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행기와 관련해 사용되는 지

상 비행시뮬레이터와 시뮬레이터의 부품과 구성품 

“구성품”이란 최종 제품이나 건축자재에 직접 투입되는 물품 ․ 재료 ․ 공급물을 말한

다.

“건축자재”란 계약자나 하도급계약자가 건물이나 작업에 투입하기 위해 공사 현장에 

가져오는 물품 ․ 재료 ․ 공급물을 말한다. 물품 ․ 재료 ․ 공급물을 미리 조합하여 현장에 

가져온 것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비상등 ․ 화재 경보장치 ․ 피난 경보장치와 같이, 공

공 건물이나 공공 작업에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생명안전장치와 완제품으로 생산된 생명

안전장치는, 해당 장치의 개별 부품이나 구성품이 언제, 어떻게 공사현장에 들어오는지

에 상관없이 단일하고 별개인 건축자재로 본다. 정부가 직접 구매한 자재는 건축자재가 

아니라 공급물이다.

“구성품의 비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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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가 구매하는 구성품인 경우, 최종 제품이나 건축자재에 구성품을 투입하는 장

소로까지 구성품을 운송한 비용(국내 회사에 지급되든 지급되지 않든지)과 세금(면세증

명서가 발급되든 발급되지 않든지)을 포함한 조달 비용을 말한다. 

(2) 계약자가 제조하는 구성품인 경우, (1)에 기술된 운송비와 간접비를 포함하여(수익

은 제외) 구성품의 제조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최종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비용

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정국”은 다음의 국가를 말한다.

(1)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WTO GPA) 국가(아루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헝

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남한, 라트비아, 리히텐슈타

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이완[WTO에는“타이완·

펑후·진먼·마쭈 개별 관세 영역”(차이니즈 타이베이)으로 알려짐], 영국)

(2) 자유무역협정 국가(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

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오멘, 싱가포르)

(3) 저개발 국가(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냉, 부탄, 부르기나 파소, 부룬

디,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스,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동티모르,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잠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키

리바시, 라오스,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네팔, 니제르, 르완다,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솔로

몬제도, 소말리아, 탄자니아, 토고, 투발루, 우간다, 바누아투, 예멘, 잠비아)

(4) 카리브해 연안 국가(앤티가 바부다, 아루바,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도미니카,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몬세라트, 네덜란드

령 앤틸리스, 세인트 키츠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트리니다드 

토바고)

“지정국 제품”이란 WTO 정부조달협정 국가의 제품, FTA 국가의 제품, 최저개발국가의 

제품, 카리브해연안국가의 제품을 말한다.

“국내산 건축자재”란 

(1) 미국 내에서 채굴 · 생산되었으나, 제조 과정을 거치지 않은(unmanufactured)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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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를 말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제조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i) 미국에서 채굴 · 생산 또는 제조된 구성품의 비용이 전체 구성품 비용의 50%를 초

과한다. 확보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구성품과 동일한 종류의 외국산 구성품은 국내산으로 

취급한다. 

(ⅱ) 해당 건축자재가 상업적 규격품(COTS(commercially off-the-shelf))이다.

“국내산 제품”이란 다음을 말한다.

(1) 미국 내에서 채굴 · 생산되었으나, 제조 과정을 거치지 않은(unmanufactured) 제품

을 말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i) 미국에서 채굴 · 생산 또는 제조된 구성품 비용이 전체 구성품 비용의 50%를 초과

한다. 만족스러운 품질과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수량으로 채굴 · 생산 또

는 제조되지 않는다고 기관이 판단한 구성품과 동일한 종류의 외국산 구성품은 국내산으

로 취급한다. 국내에서 처리하는 과정 중에 생기고 모인 폐기물(scrap)은 국내산이다.

(ⅱ) 해당 제품이 상업적 규격품(COTS(commercially off-the-shelf))이다.

“국내 입찰서(제안서)”란 국내산 제품의 입찰서(제안서)를 말한다. 품목명 그룹으로 

낙찰할 것이라는 점을 입찰요청서가 명시한 때에는, 입찰서(제안서)에 제시된 국내산 제

품의 가격이 해당 그룹 총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입찰서(제안서)를 말한다. 

“적격 입찰서(제안서)”란 적격 제품의 입찰서(제안서)를 말한다. 품목명 그룹으로 낙

찰할 것이라는 점을 입찰요청서가 명시한 때에는, 입찰서(제안서)에 제시된 적격 제품의 

가격과 국내산 제품의 가격을 합한 가격이 해당 그룹 총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외국 입

찰서(제안서)를 말한다.

“적격 제품”이란 (특정 조달에 무역협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 외국산 제품, 건축자재나 서비스를 말한다.

“제품”이란 공용(public use)하기 위해 조달되는 물건, 재료 그리고 공급물을 말한다.

“외국산 건축자재”란 국내산 건축자재가 아닌 건축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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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계약자”란 미국이 아닌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조직되었거나 존재하고 있는 계약

자나 하도급계약자를 말한다.

“외국산 제품”이란 국내산 제품이 아닌 제품을 말한다.

“외국 입찰서(제안서)”란 국내 입찰서가 아닌 입찰서(제안서)를 말한다.

“자유무역협정국”이란 오스트레일리아,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멘, 페루, 싱가

포르를 말한다.

“자유무역협정국 제품”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자유무역협정(FTA)국에서 전부 산출, 생산 또는 제조된 물건.

(2)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나라의 재료로 만든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국에서 

상당한 변형을 거쳐서 원래의 물건과는 명칭 ․ 성질 ․ 용도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새롭고 

다른 상품인 된 물건. 이 용어는 물건에 부수적인 서비스(운송 서비스는 제외. 부수적인 

서비스의 금액은 물건 자체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를 포괄하는 제품의 금액을 계산

할 목적의 상품이 아니라, 공급계약에 따라 구매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산 제품”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이스라엘에서 전부 산출, 생산 또는 제조된 물건.

(2)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나라의 재료로 만든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 상당한 

변형을 거쳐서 원래의 물건과는 명칭 ․ 성질 ․ 용도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새롭고 다른 상

품인 된 물건.

“최저개발국가”란 다음의 국가를 말한다.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냉, 

부탄, 부르기나 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스, 콩고민

주공화국, 지부티, 동티모르,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잠비아, 기니, 기니

비사우, 아이티, 키리바시, 라오스,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

브,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네팔, 니제르, 르완다,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

갈, 시에라리온, 솔로몬제도, 소말리아, 탄자니아, 토고, 투발루, 우간다, 바누아투, 예

멘, 잠비아

“최저개발국산 제품”이란 다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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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개발국에서 전부 산출, 생산 또는 제조된 물건.

(2)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나라의 재료로 만든 경우에는, 최저개발국에서 상당

한 변형을 거쳐서 원래의 물건과는 명칭 ․ 성질 ․ 용도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새롭고 다른 

상품인 된 물건. 이 용어는 물건에 부수적인 서비스(운송 서비스는 제외. 부수적인 서비

스의 금액은 물건 자체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를 포괄하는 제품의 금액을 계산할 

목적의 상품이 아니라, 공급계약에 따라 구매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을 가리킨다. 

“부적격 입찰서(제안서)”란 부적격 제품의 입찰서(제안서)를 말한다.

“부적격 제품”이란 적격 제품이 아닌 외국산 제품을 말한다.

“미국”이란 50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해외속령(outlying area)을 말한다.

“미국산 제품”이란 미국에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물건이나 미국에서 상당한 변형

을 거쳐서 원래의 물건과는 명칭 ․ 성질 ․ 용도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새롭고 다른 상품인 

된 물건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WTO GPA)국”이란 다음의 국가를 말한다. 아루바, 오스트

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

스, 독일, 그리스,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남

한,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

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이완, 영국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WTO GPA) 제품”이란 다음을 말한다.

(1) WTO GPA 국에서 전부 산출, 생산 또는 제조된 물건.

(2)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나라의 재료로 만든 경우에는, WTO GPA 국에서 상당

한 변형을 거쳐서 원래의 물건과는 명칭 ․ 성질 ․ 용도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새롭고 다른 

상품인 된 물건. 이 용어는 물건에 부수적인 서비스(운송 서비스는 제외. 부수적인 서비

스의 금액은 물건 자체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를 포괄하는 제품의 금액을 계산할 

목적의 상품이 아니라, 공급계약에 따라 구매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을 가리킨다. 

25.004 외국산 제품의 조달 보고

(a) 41 U.S.C. 10a의 요건에 따라서, 각 연방기관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에 기관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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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제품을 조달한 금액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b) 이 보고서는 입찰요청서의 52.225-18(제조국) 규정을 활용하여 입찰자(제안자)에게

서 수집한 정보에 부분적으로 기초할 것이다. 이 보고서의 목적과 관련해, 법률에 규정

된 기준은 구성품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오직 제품의 제조국이 미국인지 아닌지의 여부이

다(25.001(c) 참고). 

Subpart 25.1-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물품

25.100 범위

(a) 이 subpart는 다음을 시행한다.

(1)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41 U.S.C. 10a-10d)

(2) 1954년 12월 17일, 행정 명령 10582호

(3) 41 U.S.C. 431에 따른 상업용 규격품(COTS) 조달의 경우,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의 

구성품 테스트 면제

(b) 이 subpart는 소기업할당(set aside) 계약에 따라 조달된 물품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조달된 다음의 물품에 적용된다. 

(1) 공급 계약이 최소구매한도액을 초과

(2) 서비스 계약 중 물품 제공(예, 리스)을 포함하는 공급 부분이 최소구매한도액을 초

과

25.101 일반

(a)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은 국내산 제품이 아닌 물품의 구매를 제한한다. 미국산제품우

선구매법은 제조 물품의 국내산 여부를 판단하는데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한다. 

(1) 해당 물품이 미국 내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 국내 구성품의 원가가 전체 구성품 원가의 50%를 초과하여야 한다. 41 U.S.C. 431에 

따라서,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의 구성품에 대한 이러한 판단 기준은 COTS(상업용 규격

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2.505(a) 참고).

(b)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은 소기업에게 조달을 할당할 때에도 적용된다. 소기업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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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품은 미국산이다. 그러나 이 section의 (a)(2)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산 

제품이 아니다.

(c) 외국산 제품의 구매를 허용하는 예외는 25.103에 규정되어 있다. 비합리적인 가격을 

이유로 한 예외는, 점수가 낮은 부적격 외국 입찰서에 적용한 평가 요소를 사용해야 가

능하다. 한 외국 입찰서를 다른 외국 입찰서 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평가 요소를 사용하

지 않는다. 평가 절차와 예시는 subpart 25.5에 규정되어 있다.

25.102 정책

25.103에 규정된 예외사항은 제외하고, 미국 내에서 공용(public use)하기 위하여 국내

산 제품을 조달한다. 

 

25.103 예외

다음의 예외 중 하나가 적용되는 때에는, 계약관은 외국산 제품을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

의 제한에 상관없이 조달할 수 있다. 

(a) 공익(public interest). 기관의 장은 국내산 우대가 공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 예외는 기관이 외국 정부와,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를 

규정한 협정을 맺은 때에 적용된다. 

(b) 확보불가능(nonavailability). 제품이나 구성품으로 조달할 물품, 재료, 또는 공급

물이 미국 내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량과 만족스러운 품질로 채굴·생

산·제조되지 않는 경우, 해당 물건, 재료, 공급물에 대해서는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분류 결정

(i) 25.104의 리스트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확보불가능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결정이 

반드시, 해당 물품에 대한 공급원이 국내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공급원이 미국 정부의 총 수요와 비정부 총 수요의 50% 이하만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의

미한다. 

(ⅱ) 리스트에 있는 물품을 조달하기 전에, 조달 기관은 국내 공급원을 찾아보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시장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물품을 조달하는 때

에 적용된다.

(A) 최종 제품

(B) 중요한 구성품(전체 구성품 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의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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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봉합입찰의 입찰서 접수일 전(前) 또는 협상의 최종 제안 전이면 어느 때라도, 수

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품질과 충분한 수량으로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관이 알게 된 경우에는, 이 section의 (b)(1)(i)의 결정사항

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한다.

(A) 계약관은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의 규정 및 조항을 입찰요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2.1101(a), 22.1101(b)나 25.1102 참고).

(B) 계약관은,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입찰자(제안자)와 계약자

는 외국산 구성품을 국내산 구성품과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을 입찰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C) 계약관은, 리스트에서 해당 물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 한 부

를 기관 절차에 따라서, 1.201-1에서 확인된 위원회(council)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개별 결정

(i) 계약기관의 장은 물품, 재료, 또는 공급물이 만족스러운 품질과 충분하고 합리적으

로 이용 가능한 수량으로 미국 내에서 채굴·생산·제조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다.

(ⅱ) 물품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장래 조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는 때에

는, 계약관은 해당 물품을 25.104 리스트에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과 이를 보충

하는 서류를 기관 절차에 따라서, 1.201-1에서 확인한 적절한 위원회(council)에 제출할 

수 있다.

(3)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결정문이 필요 없다.

(i) 조달이 완전공개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ⅱ) 5.201에 따라서 요약공고 되었다.

(ⅲ) 국내산 제품에 대한 입찰서를 받지 않았다.

(c) 비합리적인 가격(unreasonable cost). 계약관은 25.105와 subpart 25.5에 따라서, 

국내산 제품의 가격이 비합리적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d) 재판매(resale). 계약관은 특별히 판매소(commissary)에서 재판매하기 위해 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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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상용품목인 정보기술. 2004 회계연도 이후의 자금을 사용하는 때에는, 외국산 제품 

구매에 관한 제한 규정이 상용품목인 정보기술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5.104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품목

아세틸렌(Acetylene, black)

한천(우뭇가사리, Agar, bulk)

아니스(Anise) 씨앗이 향미료로 쓰이는 미나리과 식물

안티몬 금속이나 산화물(Antimony, as metal or oxide) 

석면(Asbestos), 아모사석면(amosite), 온석면(chrysotil), 청석면(crocidolite)

죽순(Bamboo shoots)

바나나(Bananas)

보크사이트(Bauxite) 

소금에 절인 쇠고기, 통조림 쇠고기(Beef, corned, canned)

쇠고기 진액(Beef extract)

베페늄 하이드록시나프토에이트(Bephenium hydroxynapthoate

비스무트(Bismuth)

미국에서 인쇄되지 않아 국내 판을 구할 수 없는 일반서적, 교과서, 기술서적, 과학서

적, 신문, 팸플릿, 잡지, 정기간행물, 요약본, 필름

브라질 너트(Brazil nuts, unroasted)

카드뮴(Cadmium), 광석(ores), 그을음(flue dust) 

칼슘 시안아미드(Calcium cyanamide)

케이퍼(Capers) 지중해산 관목의 작은 꽃봉오리를 소금에 절인 것

캐슈 너트(Cashew nuts) 열대아메리카산 견과류 열매

피마자씨(Castor beans)와 피마자유(castor oil)

초크(Chalk, English) 

밤(Chestnuts) 

치클(Chicle) 사포딜라 나무에서 채취하는 껌의 원료

크롬 광석(Chrome ore) 또는 크로뮴철석(chromite) 

기나피(皮)(Cinchona bark) 

코발트(Cobalt, in cathodes, rondelles, or other primary ore and metal forms) 

카카오 씨(Cocoa beans) 

코코넛과 코코넛 과육(Coconut and coconut meat, unsweetened, in shredded, 

desiccated, or similarly prepared form) 

커피(Coffee, raw or green bean) 

콜히친 알칼로이드(Colchicine alkaloid, raw) 

코프라(Copra) 코코넛 과육을 말린 것 

코르크(Cork, wood or bark and waste) 



- 403 -

커버글라스(Cover glass), 현미경 슬라이드(microscope slide) 

크레인 레일(Crane rail (85-pound per foot)) 

빙정석(Cryolite, natural)

담마검(Dammar gum)

다이아몬드(Diamonds, industrial, stones and abrasives) 

에머틴(Emetine, bulk) 

맥각(Ergot, crude) 

에리스리틸 테트라니트레이트(Erythrityl tetranitrate) 

고급 린넨(Fair linen, alta) 

섬유(Fibers of the following types: abaca, abace, agave, coir, flax, jute, jute 

burlaps, palmyra, and sisal)

염소 가죽(Goat and kidskins) 

염소털 범포(Goat hair canvas) 

통조림 자몽(Grapefruit sections, canned) 

흑연(Graphite, natural, crystalline, crucible grade) 

줄(Hand file sets (Swiss pattern)) 

손바느질용 바늘(Handsewing needles) 

대마사(絲)(Hemp yarn)

브러시용 돼지털(Hog bristles for brushes) 

히오신(Hyoscine, bulk) 

토근(Ipecac, root) 

요오드(Iodine, crude) 

카우리검(Kaurigum) 

랙(Lac) 니스의 원료 

양가죽(Leather, sheepskin, hair type) 

라벤더 오일(Lavender oil) 

망간(Manganese) 

멘톨(Menthol, natural bulk) 

운모(Mica) 

마이크로프로세서 칩(Microprocessor chips (brought onto a Government construction site as 

separate units for incorporation into building systems during construction or 

repair and alteration of real property)) 

모드아크릴 섬유(Modacrylic fiber) 

니켈(Nickel, primary, in ingots, pigs, shots, cathodes, or similar forms; nickel 

oxide and nickel salts) 

나이트로구아니딘(Nitroguanidine (also known as picrite))

마전자(Nux vomica, crude)

오이티시카유(Oiticica oil)

올리브유(Olive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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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Olives (green), pitted or unpitted, or stuffed, in bulk)

아편(Opium, crude)

만다린 오렌지(Oranges, mandarin, canned)

석유(Petroleum, crude oil, unfinished oils, and finished products)

솔잎유(Pine needle oil)

통조림 파인애플(Pineapple, canned)

백금과 백금족(Platinum and related group metals, refined, as sponge, powder, 

ingots, or cast bars)

제충국 꽃(Pyrethrum flowers)

수정(Quartz crystals)

케브라초(Quebracho)

퀴니딘(Quinidine)

퀴닌(Quinine)

토끼털 펠트(Rabbit fur felt)

라듐염(Radium salts, source and special nuclear materials)

로제트(Rosettes)

고무(Rubber, crude and latex)

금홍석(Rutile)

산토닌(Santonin, crude)

세크레틴(Secretin)

셸락(Shellac)

실크(Silk, raw and unmanufactured)

외국산 제조설비의 예비부품 및 교환부품(Spare and replacement parts for equipment of 

foreign manufacture, and for which domestic parts are not available) 

향신료와 허브(Spices and herbs, in bulk)

설탕(Sugars, raw)

칼과 칼집(Swords and scabbards)

활석(Talc, block, steatite)

탄탈룸(Tantalum)

타피오카 가루와 카사바(Tapioca flour and cassava)

타르타르, 타르타르산, 타르타르 크림(Tartar, crude; tartaric acid and cream of 

tartar in bulk)

차(Tea in bulk)

금속실(Thread, metallic (gold))

타미유(Thyme oil)

주석(Tin in bars, blocks, and pigs)

트리프로리딘(Triprolidine hydrochloride)

텅스텐(Tungsten)

바닐라 열매(Vanilla b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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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라의 독(Venom, cobra)

마름(Water chestnuts)

카나우바 왁스(Wax, carnauba)

철망유리(Wire glass)

나무(Woods; logs, veneer, and lumber of the following species: Alaskan yellow 

cedar, angelique, balsa, ekki, greenheart, lignum vitae, mahogany, and teak) 

50 데니어 레이온 실(Yarn, 50 Denier rayon)

효모(Yeast, active dry and instant active dry)

(b) 이 목록은 공개적인 의견을 듣기 위하여, 5년에 1번 이상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표될 것이다. 물품을 리스트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자발적인 권고는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평가를 허가하기에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1.502 

참고).

25.105 가격의 타당성 판단

(a) 계약관은

(1) 이 section의 (b)에 있는 평가 요소를 활용하여야 한다. 단, 기관의 장이 더 높은 

수준의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서면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모

든 기관의 조달에 해당 결정사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평가 요소들을 기관 규정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해당 조달이 subpart 25.4에 따라서 무역협정의 대상인 경우에는, 적격 제품

(eligible products)의 입찰서(제안서)에는 평가 요소를 적용하지 않는다.

(b) 가격이 낮지 않은 국내 입찰서가 있는데,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의 제한사항이 가격

이 낮은 입찰서에 적용되는 때에는, 계약관은 다음의 세금을 부과하고, 낮은 입찰서의 

가격을 더하여 해당 국내 입찰서 가격의 타당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대기업이 제출한 최저가 국내 입찰서(제안서)는, 6%

(2) 소기업이 제출한 최저가 국내 입찰서(제안서)는, 12%. 외국산 소기업 제품의 공급을 

제안한 소기업이 낮은 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한 때에(subpart 19.5 참고), 계약관은 소

기업 할당에 이 평가 요소나 기관의 규정에 정한 다른 평가 요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c) 이 section의 (a)나 (b)에 따라서 적절한 평가 요소를 부가한 후에 평가된, 낮은 입

찰서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면(subpart 25.5의 평가 절차를 참고), 해당 국내 입찰서

(제안서)의 가격은 합리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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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part 25.3-외국에서 이행되는 계약

25.301 외국에서 지정된 활동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영사관을 지원하는 구매관(contractor 

personnel)

25.301-1 범위

(a) 이 section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외국에서 업무를 수행할 구매관을 필요로 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1) 지정된 활동 지역에서

(i) 비상 작전(contingency operations)을 수행하는 동안에

(ⅱ) 인도주의 또는 평화 유지 활동 동안에

(ⅲ) 기타 군사 작전이나 군사 훈련 동안에, 전투 사령관이 지정한 때에

(2) 다음과 같은 영사관을 지원

(i) 국무부에 의해 위험수당을 받는 근무지로 지정

(ⅱ) FAR 52.225-19(외국에서 지정된 활동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영사관을 지원하는 구매

관)에 있는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계약관이 결정

(b) 이 section (a)(1)에 있는 활동(operations)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안정적 활동들

도 포함될 수 있다.

(1) 안전한 환경의 정착이나 유지

(2) 기반시설 재건, 인도적 구호 사업이나 필수적 정부 서비스의 제공(지방 정부에 이전

이 가능할 때까지)

(c) 이 section은 인적 서비스 계약(personal service contracts)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FAR 37.104 참고). 단, 기관 절차에 달리 명시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5.301-2 정부 지원

(a) 일반적으로, 계약자는 자신과 자신의 직원들에 대한 수송과 보안에 대한 지원을 하

여야 한다. 기관은 오직 기관의 담당자가 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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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수송 및 보안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정부 지원을 활용할 수 있고, 계약자의 필수 서비스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지

원이 필요하다.

(2) 계약자가 합당한 가격으로 다른 공급자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얻을 수가 없다.

(b) 계약관은 정확한 지원내용과 해당 지원에 대한 비용의 상환 여부(상환에 대한 근거 

인용)를 입찰요청서(가능하다면)와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5.301-3 무기

권한 있는 구매관이 무기를 운반하는 때에, 계약관은 전투 사령관이나 해당 임무의 장

(chief)에 의해 제정된 절차와 무기 정책을 따라야 한다(52.225-19의 (i)를 참고). 

25.301-4 계약서 조항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외국에서 업무를 수행할 구매관을 필요로 하는 입찰요청서와 계약

서(인적 서비스 계약이 아닌 계약)에는 52.225-19(외국에서 지정된 활동지역에서 근무하

거나 영사관을 지원하는 구매관) 조항을 삽입한다.

(a) 지정된 활동 지역에서

(1) 비상 작전(contingency operations)을 수행하는 동안에

(2) 인도주의 또는 평화 유지 활동 동안에

(3) 기타 군사 작전이나 군사 훈련 동안에, 전투 사령관이 지정한 때에

(b) 다음과 같은 영사관은 지원

(1) 국무부에 의해 위험수당을 받는 근무지로 지정

(2) FAR 52.225-19(외국에서 지정된 활동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영사관을 지원하는 구매

관)에 있는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계약관이 결정

Subpart 25.4-무역협정

25.400 범위

(a) 이 subpart는 다음에 의한 조달에 적용되는 정책과 절차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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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에서 의회가 승인한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WTO GPA)

(2) 다음과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i)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1993년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에서 의회가 승인)

(ⅱ) 미-칠레 자유무역협정(Chile FTA) (미-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에서 의회가 승인)

(ⅲ) 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Singapore FTA) (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에서 

의회가 승인)

(iv) 미-호주 자유무역협정(Australia FTA) (미-호주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에서 의회가 

승인)

(v) 미-모로코 자유무역협정(Moroco FTA) (미-모로코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에서 의회가 

승인)

(vi) 중미-미 자유무역협정(CAFTA-DR) (도미니카 공화국-중앙 아메리카-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에서 의회가 승인)

(vⅱ) 미-바레인 자유무역협정(Bahrain FTA) (미-바레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에서 의회

가 승인)

(vⅲ) 미-오만 자유무역협정(Oman FTA) (미-오만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에서 의회가 승인)

(ix) 미-페루 자유무역협정(Peru FTA) (미-페루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에서 의회가 승인)

(3) WTO GPA의 적용을 받는 조달에서, 미국무역대표부가 무역협정법에 따라서 최저개발

국을 지정

(4) 카리브연안무역구상(CBTI)(카리브해연안경제회복법에 따라 수혜국으로 지정된 국가

(파나마 제외)로부터 무관세 수입이 허용된 제품이나 건설자재는 WTO GPA의 적용을 받는 

조달에서 적격 제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미무역대표부의 결정)

(5) 이스라엘무역법(미-이스라엘 자유무역지대협정 이행법에서 의회가 승인한 미-이스라

엘 자유무역지대협정)

(6)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의 서명국들에 대해 미무

역대표부가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의 적용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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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몇몇 서비스의 경우는, 연방조달정보시스템의 물품/서비스 

코드 매뉴얼에서 발췌한 연방서비스 코드를 괄호 안에 표시하

였다.)

WTO

GPA

바레인 FTA, 

CAFTA-DA, 미-

칠레 FTA, 

NAFTA, 

미-오만 FTA, 

미-페루 FTA

미-

싱 가 포

르

FTA

호 주 

FTA,

모로코 

FTA

(1) 해외 군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구매하는 모든 서비스 × × ×

(2)
(i) 자동정보처리(ADP) 전기통신 및 전송 서비스(D304), 향

상된 성능(예, 부가가치)의 전기통신서비스는 제외
× ×

(ii) ADP 원격처리 및 시분할 방식의 서비스(D305), 전기통

신 네트워크 관리 서비스(D316), 자동 뉴스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기타 정보 서비스(D317), 기타 ADP 전기통신 서비스

(D399)

× ×

(ⅲ) 기본 전기통신 네트워크 서비스(예, 음성 전화 서비스, 

패킷 교환방식의 정보 전송 서비스, 서킷 스위치 방식의 정

보 전송 서비스, 텔렉스 서비스, 전보 서비스, 팩스 서비스, 

개인임대 서킷 서비스, 그러나 U.S.C. 153(20)에 정해진 정

보 서비스는 아님.)

* * × ×

(b) 개별 기관들에게 고유한 무역협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규정을 참고한다.

25.401 예외

(a) 이 subpart는 다음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소기업에게 할당된 조달

(2) 무기, 탄약이나 전쟁 물자의 조달, 국가안보나 국방에 필수적인 구매

(3) 재판매용 제품의 조달

(4) subpart 8.6에 따른 연방교도소산업사(社)로부터의 조달과, subpart 8.7에 따른 맹

인이나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비영리기관으로부터의 조달

(5) subpart 6.2나 6.3에 따라서 완전공개경쟁을 하지 않으므로 이 subpart의 절차를 사

용하지 않는 기타 조달이나, 13.501(a)에 따른 단일 공급자 조달

(b) WTO GPA와 FTA에는 미국에 의한 조달 대상에서 제외된 서비스를 열거한 양허표

(schedule)가 있다. 다음 서비스의 조달은 WTO GPA나 표에 있는 FTA의 양허표에서 제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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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설 × × × ×

(4)
(i) 정부나 민간 소유의 시설(연방 기금 연구개발 센터 포

함)을 정부목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계약
× ×

(ii) 국방부, 에너지부, 항공우주국의 시설과 정부 소유의 

모든 연구개발 시설이나 정부 소유의 환경 연구소 운영
** × ** ×

(5) 연구 개발 × × × ×

(6) 운송 서비스(런칭 서비스 포함, 여행사 서비스는 제외) × × × ×

(7) 유틸리티 서비스 × × × ×

(8) 선박과 관련된 장비의 유지, 수리, 변경, 재건, 설치(J019)

(9) 비핵 선박의 수리(J998)

* 주 1. 표 (2)(ⅲ)에 있는 서비스의 조달은 (2)(i)과 (2)(ii)에서 제외된 서비스의 일부이다. 그러므

로 WTO GP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주 2. 표 (4)(ii)에 있는 서비스의 조달은 (4)(i)에서 제외된 서비스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WTO 

GP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무역협정
공급 계약

(금액 이상)

서비스 계약

(금액 이상)

건설 계약

(금액 이상)

WTO GPA $203,000 $203,000  $7,804,000 

FTAs

   미-호주 FTA 70,079 70,079 7,804,000 

   미-바레인 FTA 203,000 203,000 9,110,318

   CAFTA-DR(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70,079 70,079  7,804,000

25.402 일반

(a)(1) 무역협정법은, 미국과 국제무역협정에 서명한 국가나 최저개발국 지정과 같은 기

타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의 적격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 및 다른 차별적 

규정의 적용을 면제(waiver)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 면

제권한을 미무역대표부에 위임하였다. 미무역대표부는 WTO GPA, FTA, 이스라엘무역법의 

적용을 받는 조달에서, 적격 제품에 대한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 및 다른 차별적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였다. 적격 제품의 입찰서(제안서)는 국내 입찰서(제안서)와 동등한 대우

를 받는다. 

(2) 계약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설립된 국가를 해당 서비스의 원산지로 결정하

여야 한다. 무역협정의 적용을 받는 공급 계약에 대한 평가 절차에 대해서는 subpart 

25.5를 참고.

(b) 조달금액은 무역협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대부분의 한도 금액

(threshold)은 대략 2년마다 미무역대표부가 개정하는 대상이다. 한도 금액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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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미-칠레 FTA 70,079 70,079 7,804,000

   미-모로코 FTA 203,000 203,000 7,804,000

   NAFTA

      캐나다 25,000 70,079 9,110,318

      멕시코 70,079 70,079 9,110,318

   미-오만 FTA 203,000 203,000 9,110,318

   미-페루 FTA 203,000 203,000 7,804,000

   미-싱가포르 FTA 70,079 70,079 7,804,000

이스라엘무역법 50,000 - -

25.403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WTO GPA)과 자유무역협정(FTA)

(a) WTO GPA와 FTA 체결국의 적격 제품은 25.402(a)(1)에 명시된 차별 없는 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 WTO GPA와 FTAs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25.408 

참고).

(b) 한도 금액

(1) 리스, 임차, 리스-구매 계약(리스-후-소유, 리스-옵션-후 구매 포함)에 의한 물품의 

조달이 WTO GPA나 FTA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추정 조달금액을 다

음과 같이 계산한다.

(i) 12개월 이하의 기간고정계약(fixed-term contract)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

당 조달의 총 추정금액을 사용한다.

(ⅱ) 12개월 이상의 기간고정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달의 총 추정금

액에, 계약 기간 종료 시 리스 장비의 추정된 잔존금액(residual value)을 더한 금액을 

사용한다.

(ⅲ) 기간불확정계약(indefinite-term contract)을 체결하려고 하는 때에는, 월별 지급

액에, 예정된 계약에 의해 주문이 가능한 총 개월 수(예, 최초 주문 기간에 옵션 주문 

기간을 더한 기간)를 곱한 추정금액을 사용한다. 

(iv) 예정된 계약의 기간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에 48을 곱한 추

정금액을 사용한다.

(2) 추정금액에는 모든 옵션금액이 포함된다.

(3) 12개월 안에, 동일한 타입의 물품에 대한 반복적 낙찰이나 다수 낙찰이 예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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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때에는, WTO GPA나 FTA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낙찰들의 총 추정금

액을 사용한다. WTO GPA나 FTA의 한도 금액 이하로 추정금액을 낮추기 위해 조달을 분할

하지 않는다.

(c) 구매 제한

(1) 무역협정법(19 U.S.C. 2512)에 따라, WTO GPA의 적용을 받는 조달에서는 오직 미국

산 제품이나 지정국산 제품, 미국산 서비스나 지정국산 서비스만을 조달하여야 한다. 

단,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의 입찰서(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

기에 불충분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러한 구매 제한은 해당 조달이 FTA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WTO GPA 한도 금액이하의 물품이나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제한은 국방부 규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방부가 호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

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5.404 최저개발국

WTO GPA의 적용을 받는 조달의 경우, 최저개발국산 제품 ․ 건축자재 ․ 서비스는 적격 제

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5.405 카리브해연안무역구상(trade initiative)

카리브해연안무역구상에 따라, 미무역대표부는, WTO GPA의 적용을 받는 조달의 경우 카

리브해연안국의 제품 ․ 건축자재 ․ 서비스는 적격 제품으로 취급된다고 결정하였다. 도미

니카 공화국-중앙 아메리카-미국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의 section 201(a)(3)에 따라서, 

CAFTA-DR 협정이 해당 국가들에게 발효되는 때에는, 그 국가들은 더 이상 카리브해연안

경제회복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혜국이 아니며, 더 이상 카리브해연안무역구상의 목적

에 부합하는“카리브해연안국”에 해당되지 않는다.

25.406 이스라엘무역법

조달의 추정금액이 5만 달러 이상이나 WTO GPA의 물품 한도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25.402(b) 참고), 대부분 기관들의 물품 조달은 이스라엘무역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방

부, 에너지부, 교통부, 내무부 내 개발국, 연방주택금융위원회, 저축기관감독실 이외의 

기관들은 이스라엘산 제품의 입찰서(제안서)를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의 제한에 상관없이 

평가하여야 한다. 이스라엘무역법은 다른 외국산 제품의 구매를 금지하지 않는다.

25.407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무역협정법의 section 303에 의하여, 미무역대표부는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당사

국의 민간항공기와 관련 물품(무역협정법에 따른 상당한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부합)에 대해서는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의 적용을 면제하였다. 

이런 국가들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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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마카오,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

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이 있다.

25.408 절차

(a) WTO GPA나 FTA가 적용되는 경우에, 계약관은

(1) 5.203(공표 및 회신기간)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2) 5.207(요약공고의 작성과 제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3) 단지 적격 제품의 조달을 배제할 목적으로 입찰요청서에 기술적 요건을 포함시켜서

는 안 된다.

(4) 입찰자(제안자)는 영어와 미 달러로 표시된 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을 입찰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52.214-34(영어로 된 입찰서(제안서)의 제출)와 

52.214-35(미국 통화로 표시된 입찰서(제안서)의 제출), 52.215-1(경쟁조달- 입찰자(제

안자)유의서)의 (c)(5)를 참고).

(5) WTO GPA나 FTA 국가 출신의 낙찰 받지 못한 입찰자(제안자)에게는 14.409-1이나 

15.503에 따라서 통지를 하여야 한다.

(b) 평가 절차와 해당 예시에 대해서는 subpart 25.5를 참고한다.

Subpart 25.5-외국 입찰서(제안서) 평가-공급 계약

25.501 일반

계약관은

(a) 입찰서(제안서)의 각 항목에 이 subpart의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단, 입찰

서(제안서)나 입찰요청서 둘 중 하나에, 항목을 묶어서 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때에

는 그러지 아니한다(25.503 참고).

(b) 외국 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는,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사항을 입찰자(제안

자)의 증명에 맡길 수도 있다.

(c) subpart 25.7에 따라서 금지된 제품의 입찰서(제안서)는 확인하여 거절하여야 한다.

(d) 한 외국 입찰서(제안서)를 다른 외국 입찰서(제안서)보다 우대할 목적으로, 미국산

제품우선구매법의 평가 요소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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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2 적용

(a) 기관 규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의 단계를 제시한 순서대로 이행한

다.

(1) 가격 이외의 사유(예, 부적정한 공급자, 자격제한이나 자격정지 조치를 받은 공급

자, 공급이 금지된 자)로 수용할 수 없는 모든 입찰자(제안자)나 입찰서(제안서)를 제거

한다(subpart 25.7 참고).

(2) 남은 입찰서(제안서)를 가격에 따라 순위를 매긴다.

(3) 비용(가격)에 다른 요소들을 추가한 기준에 따라 낙찰한다는 점을 입찰요청서가 명

시하고 있는 때에는, 이 section에 명시되어 있는 평가 요소를 적용한다. 그리고 정부에 

가장 유리한(best value) 입찰서(제안서)를 결정할 때에 그 평가된 비용(가격)을 활용한

다. 

(b) WTO GPA가 적용되는 조달(subpart 25.4 참고)

(1) 미국산 제품 또는 지정국산 제품의 입찰서(제안서)만을 고려한다. 단, 해당 제품에 

관한 입찰서(제안서)들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기관이 적격 입찰서(제안서)와 국내산 제품이 아닌 미국산 제품의 입찰서(제안서)를 

동일하게 고려하는 경우, 가격이 낮은 입찰서(제안서)를 낙찰시킨다. 그렇지 않다면, 기

관 절차에 따라서 평가한다.

(3) 미국산 제품이나 지정국산 제품의 입찰서(제안서)가 없는 경우에는, 확보불가능

(nonavailability) 결정(25.103(b)(2) 참고)을 내리고 가격이 낮은 입찰서(제안서)를 낙

찰시킨다(25.403(c) 참고).

(c) WTO GPA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의 대상이 되는 조달(FTA나 이

스라엘무역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1) 가격이 낮은 입찰서(제안서)가 국내 입찰서(제안서)거나 FTA나 이스라엘무역법에 따

른 적격 입찰서(제안서)인 경우에는, 그 가격 낮은 입찰서(제안서)를 낙찰시킨다.

(2) 가격이 낮은 입찰서(제안서)가 부적격 입찰서(제안서)이고, 국내 입찰서(제안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가격 낮은 입찰서(제안서)를 낙찰시킨다.

(3) 가격이 낮은 입찰서(제안서)가 부적격 입찰서(제안서)이고, 최저가 국내 입찰서(제

안서)보다 더 낮은 적격 입찰서(제안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낮은 입찰서(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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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낙찰시킨다.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은 오직 국내 입찰서(제안서)에 대한 평가 우대

(evaluation preference)만을 규정하고 있다.

(4) 그렇지 않다면, 가격 낮은 입찰서(제안서)에 25.105에 규정된 적절한 평가 요소를 

적용한다.

(i) 가격이 낮은 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후의 가격이 최저가 국내 입찰서(제안서)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그 가격 낮은 입찰서를 낙찰시킨다.

(ⅱ) 최저가 국내 입찰서(제안서)의 가격이, 가격 낮은 입찰서를 평가한 후의 가격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최저가 국내 입찰서(제안서)를 낙찰시킨다.

(d) 동일한 가격

(1) 평가 요소를 적용한 결과 국내 입찰서와 외국 입찰서 사이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국

내 입찰서를 낙찰시킨다.

(2) 평가 우대가 없는 경우(예,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입찰

서(제안서))에는, 국내 입찰서(제안서)와 외국 입찰서(제안서)사이의 동일 가격으로 인

한 문제는 중립적인 개인에 의한 추첨을 통해서 해결한다.

(3) 소기업이 제출한 외국 입찰서(제안서) 사이의 동일 가격이나, 소기업이 제출한 외국 

입찰서(제안서)와 대기업이 제출한 외국 입찰서(제안서) 사이의 동일 가격은 

14.408-6(a)에 따라서 해결한다.

Subpart 25.7-금지된 공급원

25.700 범위

이 part는 다음을 시행한다.

(a)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통제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이 집행하

는, 관련 국가 ․ 기업체 ․ 개인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제 제재조치(economic sanctions)

(b) 2007년 수단책임및박탈법(Sudan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07)

25.701 금지된 공급원에 의한 물품/서비스 조달을 제한

(a) 해외자산통제청(OFAC)이 승인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OFAC가 집행한 선언

(proclamation), 행정명령이나 법규, 또는 31 CFR의 Chapter 5에 있는 OFAC의 시행규칙

이 미국의 사법권 대상인 사람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관들과 기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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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하도급계약자는 그 사람으로부터 물품/서비스를 조달할 수 없다.

(b) 해외자산통제청(OFAC)이 승인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쿠바 ․ 이란 ․ 수단이 관련된 대

부분의 거래는 금지된다. 해당 거래들은 대부분 버마나 북한에서 물품을 들여와 미국이

나 미국의 해외속령(outlying area)로 수입시키는 것이다. 또한, 경제 제재조치 대상인 

기업체와 개인의 리스트는, CFAC이 만든 특별 지정국 및 봉쇄된 개인(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리스트(http://www.treas.

gov/offices/enforcement/ofac/sdn)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와 업데이트 상황은, 31 CFR의 Chapter 5에 있는 OPAC 규정 및/또는 OPAC 웹사이트

(http://www.treas.gov/offices/enforcement/ofac)에서 얻을 수 있다.

(c) 이 section의 (a)나 (b)에 있는 제한에 관한 의문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한다.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Washington, DC 20220

(Telephone (202) 622-2490)

25.702 수단에서 제한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체와의 계약 금지

25.702-1 정의

“적절한 의회 위원회”란

(1) 상원(Senate)의 은행주택도시위원회(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외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정보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를 말한다.

(2)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의 금융서비스위원회(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외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정보특별위원회(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를 말한다.

"사업 운영"이란, 장비 ․ 시설 ․ 인적자원 ․ 상품 ․ 서비스 ․ 동산 ․ 부동산 ․ 기타 장치를 

조달 ․ 개발 ․ 유지 ․ 소유 ․ 판매 ․ 점유 ․ 리스 ․ 관리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상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수단의 소외된 사람들”이란

(1) 다르푸르평화및책임법(Darfur Peace and Accountability Act)의 section 8(c)에 따

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2) 다르푸르평화및책임법의 section 4(9)에 기술된, 수단 북부 소외 지역에 있는 사람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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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사업의 운영”은

(1) 아래 (2)에 규정된 바는 제외하고, 수단에서 전력생산 활동, 광물채취 활동, 석유관

련 활동, 군사장비 생산 활동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007년 수단책임및박

탈법에 정의되어 있다.

(2) 다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2007년 수단책임및박탈법의 section 2에 정의)의 사

업 운영은“제한된 사업의 운영”에 해당되지 않는다.

(i) 수단 남부의 지역 정부와 직접 그리고 독점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사업을 운

영한다.

(ⅱ) 해외자산통제청의 특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한다. 또는 승인을 받아서 운영

해야 한다는 요건에서, 연방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다. 

(ⅲ) 수단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iv) 국제적으로 인정된 평화유지군이나 인도주의 기구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v) 오직 건강이나 교육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다.

(vi) 사업 운영이 자발적으로 정지되었다.

25.702-2 증명

2007년 수단책임및박탈법에 따라, 입찰자(제안자)는 수단에서 제한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5.702-3 처리

subsection 25.702-2에 따른 증명이 거짓으로 밝혀진 때에는, 

(a) 계약관은 해당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b) 자격정지 담당자는 subpart 9.4 절차에 따라서 계약자에게 자격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c) 자격제한 담당자는 subpart 9.4의 절차에 따라서, 계약자에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자격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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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2-4 적용 면제(waiver)

(a) 대통령이 25.702-2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라고 결정하고 적절한 

의회 위원회에 이를 서면으로 증명하는 때에는, 25.702-2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

다.

(b) 요건 적용의 면제를 원하는 기관은 해당 요청서를 연방조달정책국(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의 국장(administrato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Subpart 25.8-기타 국제협정 및 국제협력

25.801 일반

미국정부와 외국 정부 사이에 맺은 조약 및 협정은 외국 사업체가 제출한 입찰서(제안

서)의 평가와 외국에서의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

25.802 절차

(a) 외국에 있는 계약자와, 외국에서 이행할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관은

(1) 국제협정의 존재 및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협정들에 일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미국의 집행 기관들과, 해당 협정에서 요구하는 외국의 이해(interest) 사이에 필요

한 사전 조달계획 및 사전 조정을 처리하여야 한다.

(b) 국무부는“미국 조약 및 기타 국제 협정”물(series)에 많은 국제협정을 싣는다. 이

러한 출판물은 일반적으로 해외의 법률사무소와 미 영사관에서 구할 수 있다.

(c) 계약관은 재(在)대만 미국협회(American Institute of Taiwan, AIT)를 통하여 대만 

회사나 대만 기구들과 맺는 모든 계약을 낙찰하여야 한다. AIT는 국무부와의 계약에 따

른 것이다.

Subpart 25.9-관세 및 세금

25.900 범위

이 subpart는 정부 계약에 따라서 구매한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세를 제외하는 것에 관

한 정책과 절차를 규정한다.

25.901 정책

미국 관세영역으로 수입된 외국산 물품에는 미국 법률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 기

관에게는 이러한 세금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다. 정부 기관들은 자금에 대한 예상 절감액

이, 필요한 서류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보다 많은 때에는, 이 관세 면제를 활



- 419 -

용하여야 한다.

25.902 절차

수입과 관세에 관한 규정은 재무부 관세청(U.S. Customs Services)이 발행한 관세 규정

(19 CFR Chapter 1)을 참고한다. 관세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제외하고(19 CFR 10.100 

참고), 정부 계약에 의해 구매된 모든 수입 물품의 선적물은 통상적인 통관 요건 및 심

사 요건에 따른다. 기관이 관세 면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25.903 제외), 해당 선적물들

은 관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25.903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

(a) 미국 관세분류표 Chapter 98의 subchapter Ⅷ과 Ⅹ은, 정부 계약에 따라 물품이 미

국 관세영역으로 수입되어 올 때 관세가 면제될 수 있는 물품들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 

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은 해당 물품들이 관세분류표에 기술되어 

있는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관세청장(Commissioner of Customs)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요건과 포맷에 대해서는 19 CFR 10.102-104, 10.114, 10.121과 15 CFR Part 301을 참

고).

(b) 정부가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관한 물품(장비 제외)은 보세 창고, 보세창고 

이외의 세관의 상시보관창고, 외국무역지대에서 관세 및 내국세(internal revenue tax)

의 부과 없이 들여올 수 있다. 계약기관은 구매할 때에, 적절한 세관 양식에 이 근거를 

언급하여야 한다(19 CFR 10.59-10.65 참고). 

Subpart 25.10-추가적인 외국 조달 규정들

25.1001 기록을 검사할 권리의 포기

(a) 정책. 52.215-2(회계감사 및 기록-협상)의 조항, 15.209(b)에 규정된 조항, 

52.212-5(시행법이나 행정명령에 필요한 계약 조건)의 (d), 12.301(b)(4)의 조항은 10 

U.S.C.2313와 U.S.C.254d를 시행하는 조항들이다.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이 

기록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은 이러한 기본 규정들에서 나온다. 

(1) 외국 계약자와의 협상 계약서에 적절한 기본 규정을 삽입한다. 

(2) 계약관은 다음을 한 후에는, 52.215-2와 그 Alternate Ⅲ 또는 52.212-5와 그 

AlternateⅠ을 사용할 수 있다.

(i) 기본 규정을 포함시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ⅱ)  대체 공급원, 추가 비용, 납품 시기와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ⅲ) 기관의 장은 이 section (b)에 따른 결정을 회계감사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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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외국 정부이거나 외국 정부기관인 경우, 또는 계약자가 관련국의 법률에 의해, 

검사에 필요한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원장의 협력이 요구되지 않는

다.

(b) 결정

(1) 결정 내용에는 해당 계약과 그 목적이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계약이 외국 계약자와 

체결한 것인지 외국 정부나 외국 정부기관과 체결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결정 내용에는 기본 규정을 포함시키고자하는 노력이 담겨 있어야 한다.

(3) 결정 내용에는 계약자가 기본 규정의 포함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4) 결정 내용에는 미국 공급원이나 다른 공급원의 물품/서비스의 가격 및 확보가능성이 

기술되어야 한다.

(5) 이 section (a)(2)에 있는 대체 조항을 사용하는 것이 미국에 최대의 이익이 될 것

이라는 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25.1002 외국 통화의 사용

(a) 국제협정이나 WTO GPA(25.408(a)(4)를 참고)가 특정 통화를 요구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관은 외국에서 체결되고 이행될 계약의 입찰요청서에, 미 화폐나 특정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계

약관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정해진 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

라고 할 수 있다.

(b) 입찰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입찰요청서는 모든 입찰

서(제안서)는 동일한 통화로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찰요

청서에 정해진 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입찰서(제안서)의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관은 제시된 가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계약관은 다음과 

같은 날에 유효하며, 통상적인 출처에서 입수한 시장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봉함입찰 방식을 사용하여 행해지는 조달은, 입찰서(제안서) 개찰 일

(2) 협상 방식을 사용하여 행해지는 조달은,

(i) 최초 제안서를 기준으로 낙찰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제안서 접수일. 그렇지 않은 때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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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종 수정된 제안서의 접수일

(c) 계약 금액이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은 자금부족방지법

(Anti-deficiency Act)에 위반되지 않도록, 환율 변동을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Subpart 25.11-입찰요청서 규정 및 계약서 조항

25.1101 물품의 조달

다음의 규정 및 조항은 물품 조달과 물품 제공과 관련 있는 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된다.

(a)(1) 이 section (b)와 (c)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구매한도액은 초

과하나 2만5천 달러는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입찰요청서와 계약서, 그리고 2만5천 달러

를 초과하는 금액의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25-1(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물품)의 조

항을 삽입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i) 입찰요청서가 subpart 6.3에 따라서 국내산 최종제품을 제한하는 경우

(ⅱ) 미국 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조달하고,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의 예외가 적

용되는 경우(예, 확보불가능, 공익, 상용품목인 정보 기술)

(ⅲ)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2) 52.225-1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입찰요청서에는 52.225-2(미국산제품우선국매법 증

명)에 있는 규정을 삽입한다. 

(b)(1)

(i) 다음에 해당하는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는 52.225-3(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자유무역

협정-이스라엘무역법) 조항을 삽입한다.

(A) 미국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의 조달이나, 해당 물품의 공급과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이고, 조달금액이 2만5천 달러 이상이며 19만4천 달러 미만이다.

(B) 해당 조달이 상용품목인 정보기술의 조달이 아니며 2004 회계연도나 다음 회계연도

의 자금을 사용한다.

(C) 25.401에 있는 어떠한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i) 이스라엘무역법의 대상이 아닌 

기관들(25.406 참고)이 행하는 조달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규정을 참고한다.

(ⅱ) 조달금액이 2만5천 달러 이상 5만 달러 미만인 때에는, 52.225-3의 조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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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e Ⅰ을 함께 사용한다.

(ⅲ) 조달금액이 5만 달러 이상 6만7천826달러 미만인 때에는, 52.225-3의 조항과 그 

Alternate Ⅱ를 함께 사용한다.

(2)(i) 52.225-3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입찰요청서에는 52.225-4(미국산제품우선구매

법-자유무역협정-이스라엘무역법 증명)의 규정을 삽입한다.

(ⅱ) 조달금액이 2만5천 달러 이상 5만 달러 미만인 때에는, 52.225-4의 조항과 그 

Alternate Ⅰ을 함께 사용한다.

(ⅲ) 조달금액이 5만 달러 이상 6만7천826달러 미만인 때에는, 52.225-4의 조항과 그 

Alternate Ⅱ를 함께 사용한다.

(c)(1) 해당 조달이 WTO GPA(subpart 25.4 참고)의 적용을 받고,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

에 있는 제한규정이 미국산 최종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관이 결정한 경우에는, 

19만4천 달러 이상인 금액의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는 52.225-5(무역협정)의 조항을 삽

입한다. 기관이 해당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관은 기관 절차에 따른다.

(2) 52.225-5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입찰요청서에는 52.225-6(무역협정 증명)의 규정을 

삽입한다. 

(d) 민간항공기와 관련 물품(25.407 참고)의 조달금액이 19만4천 달러 미만인 때에는, 

해당 입찰요청서에 52.225-7(민간항공기 및 관련 물품에 대한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 적

용 면제)에 있는 규정을 포함시킨다.

(e) 미국으로 수입하고 25.903(a)에 따라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물품의 조달금액이 다

음과 같은 때에는,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는 52.225-8(비관세 통관) 조항을 삽입한다.

(1) 간이조달 한도액 초과

(2) 간이조달 한도액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면세로 인해 절약하게 되는 금액이 면세를 

위한 행정 비용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조달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조달에 

52.225-8(비관세 통관) 조항을 사용하는 때에는,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c)(1)와 (j)(2)

항을 변경할 수 있다.

(f) 제조된 최종 물품(manufactured end products, 52.225-18에 정의)에 대한 조달이 주

를 이루는 입찰요청서에는, 52.225-18(제조지) 규정을 입찰요청서에 삽입한다.(즉, 제조

품의 추정가가 해당 입찰요청의 결과 조달된 다른 물품의 추정가를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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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장 이의신청, 분쟁, 그리고 항소(Protests, Disputes, and Appeals)

33.000 범위

이 part는 이의신청, 분쟁과 항소를 처리하는 정책과 절차를 기술한다. 

Subpart 33.1-이의제기(protests)

33.101 정의

이 subpart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일(day)"이란 역일(calendar day)을 말한다. 단,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기간을 계산할 때,

(1) 행위·사건·불이행이 발생(지정한 기간이 진행되기 시작)한 날은 포함하지 않는다.

(2) 행위·사건·불이행이 발생한 이후의 마지막 날은 포함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마지막 날을 포함시키는 않는다.

(i)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이거나 연방공휴일인 경우

(ⅱ) 행정 포럼(administrative forum)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마지막 날에, 날씨나 

기타 여건으로 인하여 포럼이 하루 종일이나 하루 몇 시간동안 열리지 않은 경우. 이 경

우에는 다음에 포럼이 다시 열리는 날을 포함시킨다.

"제기된"이란 기관이 자신의 일과시간이 종료하기 전에 서류를 완전히 접수한 것을 말한

다. 일과시간이 종료한 후에 접수된 서류는 다음날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달리 규정되

어 있지 않다면, 기관의 일과종료시간은 지역시간으로 오후 4시 30분이다.

“이의제기의 이해당사자”란 계약낙찰의 여부에 의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영향

을 받는 실제 입찰자(제안자)나 입찰예정자를 말한다.

“이의제기서”란 이해당사자가 다음에 대해서 제출한 서면의 이의서를 말한다.

(1) 물품이나 서비스 조달 계약을 위해 입찰자(제안자)들에게 기관이 행한 입찰요청과 

기타 요구

(2) 입찰요청이나 기타 요구의 취소

(3) 계약의 낙찰이나 예정된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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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면 이의서에 계약낙찰의 종료나 취소의 전부 원인 또는 일부 원인이 계약낙찰의 

부적절함(improprieties)에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경우, 계약낙찰의 종료나 취소. 

33.102 일반

(a) 이의가 낙찰 전에 제기되었든 낙찰 후에 제기되었든, 기관에 곧바로 제기하였든 감

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 제기하였든지 상관없이, 계약관은 모든 이의

제기내용을 검토하고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한다. (소기업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19.302

를 참고, 약자기업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19.305를 참고, 소규모 상이용사기업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19.307을 참고)

(b)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입찰요청·예정된 낙찰·낙찰이 법률이나 규정의 요

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기관장은-

(1) 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이 감사원에 제출된 이의제기서를 받았다면 권고할 

수 있었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33.104(h)에 기술되어 있는 적절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3) 낙찰자의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허위진술·그릇된 설명·그릇된 증명으로 인하여 

낙찰 후의 이의제기가 인정된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정부가 지출한 비용을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제방법을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Subpart 

32.6에 따라, 낙찰자와 정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낙찰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을 

상계(offset)하여 낙찰자의 채무액을 징수할 수 있다.

(i) 정부로 하여금 이의제기로 인한 비용을 상환하도록 할 수 있는 상황들로 인하여 감

사원이 이의제기의 유효성을 인정한 때에, 계약관은 그 이의제기가 낙찰자의 부주의나 

고의적인 그릇된 설명으로 인하여 인정되었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이의제기가 인정되었다면, 이의제기로 인한 비용은, 낙찰자 행위의 책임으로 돌

릴 수 있는 비용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ⅱ) 계약관은 상환 요구를 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채무액·낙찰자의 

과실의 정도·징수할 비용을 자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정부에게 

최상의 이익인 경우에, 계약관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채무의 성질과 채무액에 대해 그

리고 필요하다면, 비용을 상계하여 채무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여야 한다. 

최종 결정문을 발행하기 전에, 계약관은 계약자에게, 기관이 갖고 있는 채무에 관한 기

록을, 법률과 규정이 허용하는 정도에서 면밀하게 살피고 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계약기관의 장에 의한 해당 사항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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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적절한 때에, 계약관은 subpart 9.4에 따른 고려를 위하여, 해당 사안을 기관의 자

격제한 담당자에게 회부할 수도 있다.

(c) 31 U.S.C. 1558에 따라, 감사원에 제기된 이의제기의 경우, 계약의 입찰요청·예정

된 낙찰·낙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제기된 시점에, 그 계약에 대해 기관이 이용할 수 있

는 자금의 기한이 끝나서 자금이 소멸된다면, 해당 자금은 이의제기에 관한 최종판정이 

나온 날 이후 100일 동안 의무를 지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있어야 한다. 항소

(appeal)를 하거나 재고(reconsideration)를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이 만료된 날 또는 이

의제기나 재고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날 중 더 늦은 날에 유효한 판정을 최종판정

으로 본다.

(d) 낙찰 후 이의제기. 계약관이 서면으로 다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 계약관은 

33.104(c)(1)에 있는 기간 이내에는 계약의 이행을 지속할 수 있다.

(1) 이의가 제기될 것 같다.

(2) 현 상황에서는, 이행을 미루는 것이 미국에게 최상의 이익이다.

(e)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이행당사자는 감사원(GAO)에 이의를 제기하지 전에 기관 안

에서(33.103 참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GAO의 규정(4 CFR Part 21)에 

따라서 GAO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f) 어떠한 사람도 조달의 완전성(procurement integrity)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위반사항을 처음으로 발견하여 14일 이내에 위반의 증거가 되는 

정보를 계약관에게 보고한 사람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41 U.S.C. 423(g)).

33.103 기관에 이의제기

(a) 행정명령 12979호(기관 조달에 대한 이의제기)가 기관 조달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정책을 정하고 있다.

(b) 모든 당사자들은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이해당사자가 제기한 문제를 공개되

고 숨김없는 대화를 통하여, 계약관 수준에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

다. 

(c) 계약관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비공식적이고,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한 해결방법

을 마련하여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이의제기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다른 논쟁해결 기

법, 중립적인 제3자, 다른 기관의 사람을 활용할 수 있다.

(d) 기관의 이의제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조달체계에 대한 신뢰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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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기관 외부에서 제기될 이의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들을 정한 것이

다.

(1) 이의는 간략하고 논리적으로 제기되어야 기관이 심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 

section (d)(2)의 요건들에 상당히 부합하지 못한 것은 이의제기가 기각(dismissal)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이의제기할 때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i)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이름, 주소, 팩스번호와 전화번호

(ⅱ) 입찰요청서 번호와 계약서 번호

(ⅲ) 이의제기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설명, 그리고 법적 근거와 사실 근거에 대한 

자세한 언급

(iv) 관련 서류들의 사본

(v) 기관이 내릴 판정에 대한 요청사항

(vi) 원하는 구제(relief)방식에 관한 언급

(vⅱ) 이의를 제기한 자가 이의제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해당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증거

(vⅲ) 이의제기의 적시성(timeliness)을 증명하는 모든 증거

(3) 기관에 곧바로 제기된 모든 이의제기는 계약관이나, 이의제기 접수자로 지명된 다른 

담당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4) 기관 절차에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은 그들의 이의제기를 계약관 이상의 수준에서, 

독립적으로 심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찰요청서는 잠재적인 입찰자들과 

제안자들에게 이러한 심사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기관 절차와/또는 입찰

요청서는 잠재적인 입찰자들과 제안자들에게, 계약관에 의한 심사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독립적인 심사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의제기에 관한 계약관의 결정에 항소

(appeal)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은 계약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 자로, 독립적인 심사를 할 담당자(들)지명하여야 한다. 독립적인 심사를 하기위해 

지명된 자는 해당 조달과 이전에 개인적인 관련이 없었어야 한다. 이의제기에 대한 계약

관의 결정에 대해서 기관이 항소할지를 검토하는 경우, 그것은 GAO의 적시성 요건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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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후에 GAO에 이의제기할 때에는, 기관이 반대조치를 취했다

는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된  1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4 CFR 21.2(a)(3)).

(e) 입찰요청서에 분명한 부적절함이 있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하는 이의제기는 개찰 전

이나 제안서접수 마감일 전에 제기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의제기에 

대한 근거를 알게 된 때나 알았어야 하는 때, 둘 중 더 이른 시점 후 10일 이내에 이의

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이의제기가 기관의 조달체계에 중요한 문제

를 제기한다고 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 기관은 적시에(timely) 제기되지 않은 이의제기

라도 그것에서 취할 수 있는 점(merits)을 고려하여야 한다. 

(f) 이의제기가 접수된 후의 조치

(1) 낙찰 전에 이의제기가 접수된 때, 이의제기에 대한 기관의 해결절차가 진행되는 동

안에는 계약을 낙찰할 수 없다.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계약의 낙찰이 정당화

된다거나, 계약을 낙찰하는 것이 정부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서면으로 결정된 때에

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러한 정당화나 결정사항은 계약관 이상의 직급의 사람이나 기관

절차에 따른 다른 담당자에게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의제기에 대한 기관의 해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낙찰이 보류되는 경우, 계약관

은 계약낙찰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입찰자(제안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재

입찰요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입찰자(제안자)들의 입찰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그들에게 입찰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입찰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

지 못한 경우에는, 이 section (f)(1)에 따라 낙찰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한다.

(3) 계약이 낙찰된 후 10일 이내 또는, 5.505나 15.506에 의한 적시의 보고 요청

(debriefing request)에 따라서 이의제기자에게 보고를 한 날 이후 5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 접수된 때에는, 기관 내에서 이의제기에 대한 해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리고 독

립적이며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즉시 계약의 이행을 중지시

켜야 한다. 단,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서면으로, 계약이행을 지속하는 것이 

정당화되거나 이행을 지속하는 것이 정부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서면으로 결정된 때

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러한 정당화나 결정사항은 계약관 이상의 직급의 사람이나 기

관절차에 따른 다른 담당자에게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관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여 GAO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

니다. 기관들은 임의 정지기간(voluntary suspension period)(기관에 제기한 이의제기가 

거절되어, 이의를 제기한 자가 이후에 GAO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을, 기관에 제출된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절차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g) 기관들은 기관에 제기된 이의제기를, 이의가 제기된 후 35일 이내에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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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법률이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당사자들은 관련 정

보를 교환할 수 있다.

(h) 기관에 제기된 이의에 대한 결정사항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기관의 입장을 설명하여

야 한다. 수취하였다는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해

당 결정사항을 제공한다.

33.104 GAO에 제기된 이의

GAO에 제기된 이의를 처리하는 절차는 4 CFR Part 21(GAO의 입찰 이의제기 규정)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이 section에 있는 GAO 절차에 관한 지침이 4 CFR Part 21과 충돌하는 때

에는, 4 CFR Part 21가 우선한다.

(a) 일반 절차

(1) 완성된 이의제기서 사본 1부를 입찰요청서에 지정된 담당자와 장소에 제공하거나 지

정된 담당자나 장소가 없다면 계약관에게 제공하도록 이의제기자에게 요청한다. 그래서 

GAO에 이의를 제기한지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의제기서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의제기자가 이의제기서 사본을 1일 이내에 제공하지 못한다면, GAO는 이의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2)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GAO의 서면 통지를 접수한 즉시, 기관은 해당 계약자(낙찰이 

이루어진 경우)에게 이의제기에 관해 알려주거나, 이의제기가 거절되는 경우에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당사자들(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게 이의제

기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은 해당 당사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한 자가 제출

한 이의제기서 사본을 제공하고 (i) GAO와 직접 의사교환을 하라. (ⅱ) 기관과 다른 당

사자들에게 자신이 의사 교환한 내용의 사본을 제공하라는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한 자가 민감한 정보가 있음을 확인하고 보호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아직 제공되지 않았다면, 계약관은 이의제기자로부터 수정된 이의제

기서 버전을 입수하여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i) GAO에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계약관은 GAO에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즉시 수집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이의제기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GAO가 기관에게 

전화로 알린 후 30일 이내, 또는 GAO로부터 신속한 처리(express option)를 하겠다는 결

정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기관은 완성된 보고서를 GAO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GAO

가 다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A) 이의제기가 기각되었다고 기관에게 알려온다.

(B)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기간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간을 연장해 준다.



- 429 -

(ⅱ) GAO에 이의가 제기되었고, 실제 입찰자나 입찰예정자가 요청하는 때에, 조달 기관

은 실제 입찰자들이나 입찰예정자들이 적절한 정보보호 명령에 따라서 이의제기관련파일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GAO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GAO가 이의제기

를 기각된다면, 이의제기관련파일은 이용할 수 없다. 5 U.S.C. 552에 따라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정보는 이의제기관련파일에서 편집되어야 한다. 기관이 GAO에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적당한 시간 안에, 해당 이의제기에 개입하고 있지 않은 실제 입찰자들이나 입

찰예정자들이 이의제기관련파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의제기관련파일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이의제기서

(B) 이의를 제기한 자가 제출한 입찰서(제안서)

(C) 낙찰이 고려되고 있거나 이의제기를 받은 입찰서

(D) 모든 관련 평가 서류들

(E) 규격이나, 이의제기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입찰요청서

(F) 입찰 개요나 관련 부분의 개요

(G) 이의제기자가 특별히 요청했던 서류를 포함해 기관이 관련 있다고 판단한 기타 서류

들

(ⅲ) 보고서를 제출하기 최소한 5일 전에, 이의제기가 특정 서류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

한 경우, 계약관은 기관이 이의제기자에게 공개해준 서류의 리스트나 기관의 보고서에 

제시할 서류들이나 일부 서류의 리스트 그리고 기관이 이의제기자에게 제공하려고 하지 

않는 서류들의 리스트와 그러한 사유를 모든 당사자들과 GAO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기관

이 공개한 서류의 범위나 공개하지 않은 서류의 범위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다면, 이 리

스트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GAO와 다른 당사자들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ⅳ) GAO에 보낼 기관의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 33.104(a)(3)(ⅱ)에 기술되어 있는 서류들의 사본

(B) 최적으로 추정된 계약금액과 관련 사실들에 대해 계약관의 서명이 들어간 진술 그리

고 법적인 각서. 계약관은 해당 이의제기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들, 권고사항들, 추가 

정보나, 이의제기관련파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이의제기에서 얻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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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판단하기에 필요할 수 있는 정보들을 진술하여야 한다.

(C) 서류를 제공받은 당사자들의 리스트

(4)(i) 기관은 자신의 보고서를 GAO에 제출함과 동시에, 보고서 사본을 이의제기자와 해

당 이의제기에 개입하고 있는 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모든 관련 서류들(다

음은 제외)을 받아야 한다. 

(A) 이유가 있어서, 기관이 그 당사자에게 공개를 보류하기로 한 서류들. GAO의 정보보

호 명령 대상인 서류들 포함. 보호 명령의 적용을 받는 서류들은 오직 그 명령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만 공개되어야 한다. 기관이 보고서 사본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서류들의 예

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이전에 당사자에게 제공하였거나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 기밀 

정보, 한 당사자에게 경쟁적 우위를 줄 수 있는 정보

(B) 기관이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이해당사자에게는 공개를 보유하기로 판단한 이의제

기자 서류.

(ⅱ)(A) 이의제기자가 추가 서류들의 존재나 관련성을 알게 되었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 

이후 2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한다면, 기관은 그 요청을 접수한 후 2일 안에 요

청받은 서류들을 GAO에 제공하여야 한다. 

(B) 이의제기자와 이해당사자들에게도 2일 내에 추가 서류가 제공되어야 한다. 단, 기관

이 이유가 있어서, 추가 서류들의 제공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지 아니한다(이 

subsection (a)(4)(i)).

(C) 기관은 GAO에게 이의제기자와 이해당사자들에게 제공한 보류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보류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5) GAO는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에 대한 조건과 제한사항을 정하는 보호 명령을 

발포할 수 있다. 보호 명령은 조달의 당사자가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민감한 정보·거래 

비밀·내부소유정보·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사정보·개발정보나 상업정보를 공개하

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보호 명령이 미 의회나 행정기관에서 나온 서류나 정보를 

보류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i) 보호 명령 요청. 보호 명령의 발포를 원하는 당사자는, 이의가 제기된 후 가능한 한 

서둘러서 GAO에 명령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시에 모든 당사자들에게 요청서의 사

본을 제공한다.

(ⅱ) 제외 및 반박. 보호 명령 요청서를 접수한 후 2일 안에, 어느 당사자건,  특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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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보호 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거나, 특정 당사자들이나 개인들을 보호 명령 대

상에 포함시키거나 제외시켜달라는 요청서를 GAO에 제출할 수 있다. 모든 당사자들에게

도 이러한 요청서의 사본을 동시에 제공한다.

(ⅲ) 추가 서류. 보호 명령이 발포된 이후에야 추가 서류의 존재나 관련성이 처음으로 

확실해진 경우, 어느 당사자건 이러한 추가 서류가 보호 명령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할 수 있다. 보호 명령의 당사자는 또한 보호 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던 개인들

을 새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요청서는 GAO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당사자들에게도 요청서의 사본을 동시에 제공한다.

(ⅳ) 제재와 구제책. GAO는 보호 명령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보호

되어야 할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개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법률이나 형평성

에 따라 적절한 구제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GAO는 보호 명령에 지정된 서류를 제

공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이의제기자와 다른 이해당사자들은 기관의 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신속히 처

리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기관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리고 계약관과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도 본인의 의견 사본을 제공한다. 청문회

(hearing)가 열린다면, 청문회 이후 5일 내에 이러한 의견들을 보낸다.

(7) 기관들은 해당 이의제기 대상에 관해 잘 알고 있으며, GAO가 연락을 할 수 있는 담

당자(들)의 이름·직책·전화번호를 GAO에 제공하여야 한다. 기관들은 지정된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즉시 이 사실을 GAO에 알릴 책임이 있다.

(b) 낙찰되기 전의 이의제기

(1) GAO에 곧바로 제기된 이의에 대해 기관이 GAO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이 낙

찰되지 않을 수 있다. 단, 기관 절차에 따라서 계약기관의 장이 다음과 같은 서면 결정

을 하고 위임할 수 없는 근거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i) 국가의 이해관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급박하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GAO의 

판단을 기다릴 수가 없다.

(ⅱ) 서면 결정이 있은 후 30일 내에 낙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2) 기관이 이 section (b)(1)의 결정을 GAO에 통지할 때까지, 계약의 낙찰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3) 낙찰을 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어, 이의제기가 처리되는 동안 낙찰이 보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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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계약관은 낙찰 대상이 될 수 있는 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제안자)들에

게 해당 이의제기에 대해 알려야 한다. 적절하다면, 재입찰요청을 하지 않도록, 관련 입

찰자(제안자)들의 입찰서(제안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것을 

관련 입찰자(제안자)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입찰서(제안서)를 연장하지 못한 경우에

는, 이 section (b)(1)에 따른 진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c) 낙찰후의 이의제기

(1) 낙찰이 된 후 10일 이내의 기간과, 5.505나 15.506에 의한 보고 요청에 따라 이의제

기자에게 보고를 한 후 5일 이내의 기간 둘 중 더 뒤의 기간에, 기관이 GAO로부터 이의

제기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 계약관은 즉시 계약의 이행을 중단시키거나 낙찰된 계약

을 종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section (c)(2)와 (3)에 규정된 바는 예외로 한다.

(2) 이의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관의 장은 기관 절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서면 결정을 하고, 위임할 수 없는 근거로 계약의 이행을 승인할 수 있다. 

(i)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국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다.

(ⅱ) 국가의 이해관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급박하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GAO

의 판단을 기다릴 수가 없다.

(3) 기관이 이 section (c)(2)의 결정을 GAO에 통지할 때까지, 계약의 이행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4) 계약의 이행을 중단시키거나 낙찰된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계약관은 별

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no-cost basis)에 관해 상호간 합의할 수 있도록 협상을 

시도하여야 한다.

(5) GAO에 제기된 이의제기에 관한 통지를 (c)(1)에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기관이 받

은 때에는, 계약관은 계약의 이행을 중단시키거나 낙찰된 계약을 종료시킬 필요가 없다. 

단, 낙찰을 무효화 할 수 있고, 물품이나 서비스의 조달이 늦어지는 것이 정부에게 불리

한 것이 아니라고 계약관이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d) 결정문과 통지. 이 section (b)와 (c)에 따라, 계약의 낙찰을 진행시키거나 계약의 

이행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계약관은 서면 결정문이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파일

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계약관은 이의제기자와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결정사항에 관

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e) 청문회. 기관·이의제기자·이 section (a)(2)의 통보를 받은 다른 이해당사자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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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다면, GAO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청문회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필기할 것이므로 

GAO로부터 청문회내용의 사본을 입수할 수 있다. 모든 당사자들은 청문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기관은 청문회 후 5일 내에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f) GAO의 판단 시한. GAO는 이의제기가 있은 후 100일 내(신속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65일 내)에 이의제기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를 할 수 있다. 최초의 이의제기 제한

시간 안에 이의제기의 근거를 추가하여 수정된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권고를 할 수 있다. 

수정된 이의제기를 최초 이의제기의 제한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다면, 신속한 처리를 통

해서 해결할 수 있다. 

(g) GAO에 통지. 기관이 GAO의 권고를 받고서 60일 안에, 계약의 입찰요청 ․ 낙찰 ․ 예정

된 낙찰에 관한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계약에 책임이 있는 계약

기관의 장은 60일이 만료한 후 5일 안에 GAO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할 

때, 기관이 GAO의 권고(비용문제는 제외)를 따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h) 지급판정 받은 비용

(1) 계약에 대한 입찰요청 ․ 예정된 낙찰 ․ 계약의 낙찰이 법률이나 규정을 따르지 않았

다고 GAO가 판단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계속하는데 들어간 비용(변호사비, 컨설턴

트 비용, 전문가증인 비용 포함, 수익은 제외)과 입찰서와 제안서를 준비하는데 든 비용

을 기관이 이의제기자에게 지급할 것을 GAO는 권고할 수 있다. 기관은 조달 자금을 사용

하여, 지급판정을 받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2) 이의제기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GAO 권고를 기관이 받은 후 60일 안에, 

이의제기자는 계약기관에 해당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하면 

비용을 되찾을 수 있는 이의제기자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3) 기관은 지급할 비용의 금액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기관과 이

의제기자가 지급금액에 동의하지 못하면, 이의제기자의 요청에 따라, GAO는 기관이 지급

해야할 금액을 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4) 기관이 이의제기자에게 지급해야할 비용의 금액을 GAO가 제시한 후 60일 안에, GAO

의 제시에 응하여 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GAO에 통지하여야 한다.

(5) 기관은 소기업법 section 3(a)의 의미에 맞는 소기업(2.101“소기업”참고)이 아닌 

당사자에게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section (h)(2)에 따라 지급할 수 없다.

(i) 5 U.S.C. 3109와 5 CFR 304.105에 따라 정부가 지급한, 전문가증인에 대한 최고 보

상비를 초과하는 컨설턴트 비용과 전문가증인 비용



- 434 -

(ⅱ) 시간당 150달러를 초과하는 변호사비. 감사원장이 개별적인 사례별로 권고한 내용

을 기준으로 하여, 증가한 생활비와 특수한 원인(예,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능력 있는 

변호사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으로 인하여 수임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기관이 결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일반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의 상한선이 소형 사건에 대

한 적정 수준의 변호사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6) 지급권고판정을 받은 비용을 지급하기 전, 기관의 직원은 법률자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 지급권고판정을 받았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모든 비용에 33.104(h)를 적용한다.

(7) 이 section에 따라 계약자가 받은 비용은, 이후에 정부에게 신청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예외사항을 비용합의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이 section (h)(1)에 규정된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는 경우, 낙찰 후의 이의제기가 

낙찰자의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허위진술·그릇된 설명·그릇된 증명으로 인하여 인정

된 것이라면, 정부는 낙찰자에게 해당 비용금액을 정부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구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ubpart 32.6의 요건에 따라 정부는, 계

약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채무액을 징수

할 수 있다.

33.105 [유보]

33.106 입찰요청서 규정과 계약서 조항

(a) 계약관은 간이조달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에 관한 입찰요청서에 

52.233-2(이의제기 제기)를 삽입해야 한다.

(b) 계약관은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33-3(낙찰 후 이의제기)을 넣어야 한다. 실비

정산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52.233-3과 그 AlternateⅠ을 함께 사용한다.

Subpart 33.2-분쟁(Disputes)과 항소(Appeals)

33.201 정의

이 subpart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클레임(claim)의 발생”이란 모든 사건을 알게 된 날 또는 알았어야 하는 날을 말한

다. 이러한 모든 사건을 계기로, 정부나 계약자에게 제기된 책임을 정하고 클레임을 주

장할 수 있게 된다. 책임여부가 확정된다면, 일부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

드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을 필요는 없다.

“대안적인 분쟁 해결”이란 논쟁 중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사용한 절차

의 형태나 그 절차들을 조합한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절차들에는 화해, 퍼실리테이션



- 435 -

(facilitation), 조정, 사실 확인, 소규모심리, 중재, 그리고 옴부즈맨 활용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결함 있는 보증”이란 33.207(c)에 있는 단어를 변경하여 의미에서 벗어난 단어를 사

용해 보증한 것을 말한다. 또는 클레임과 관련해 계약자를 구속할 정식권한이 없는 자가 

집행한 보증을 말한다. 보증을 하지 않은 것은 결함 있는 보증으로 보지 않는다.

“논쟁중인 이슈”이란 정부와 계약자 사이에 중요한 의견불일치가 있는 사안을 말한다.

(1) 논쟁중인 이슈는 클레임을 야기 시킬 수 있다.

(2) 논쟁중인 이슈란 현재 클레임의 전부 일수도 있고 일부 일수도 있다.

“사실에 관한 그릇된 설명”이란, 직접적으로 일정 사안의 적절한 이해에 중요한 내용

에 대해, 기망이나 오도할 의도로 이루어진 중요사실에 대한 잘못된 서술이나 행위이다.

33.202 1978년 계약분쟁처리법(Contract Disputes Act)

1978년 계약분쟁처리법은 이 법의 대상이 되는 클레임을 주장하고 해결하는 절차와 요건

을 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a) 계약자의 클레임에 대한 이자의 지급

(b) 계약자의 클레임 보증

(c) 사기로 제기하거나, 사실에 관한 그릇된 설명을 바탕으로 한 계약자의 클레임에 대

한 민사제재금(civil penalty)

33.203 적용

(a) 이 section (b)에 정해진 바는 예외로 하고, 이 part는 연방조달규정의 적용을 받는 

명시적 계약이나 묵시적 계약에 적용된다.

(b) 이 subpart는 다음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외국정부나 외국정부의 기관과 체결한 계약

(2)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의 하부기구와 체결한 계약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공공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기관장이 결정하는 경우,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의 하부기구

와 체결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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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 part는 계약에서 발생한 사안이나 계약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계약관의 결정과 

관련된 모든 분쟁에 적용된다. 계약분쟁처리법에 따른 계약항소위원회(Agency Board of 

Contract Appeals, BCA`s)는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이 법이 적용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계속해서 가진다.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52.233-1(분쟁) 조항은 계약분쟁처리법이 정한“모든 분쟁”

에 관한 권한을 인정하며, 계약자와 계약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으로 이 법의 일정

한 요건과 제한사항들을 기술하고 있다. 52.233-1은 계약분쟁처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당

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거나, 계약분쟁처리법에 따라 계약자의 항소를 처리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계약항소위원회의 권한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33.204 정책

정부의 정책은 논쟁중인 계약상의 모든 이슈들을 계약관의 수준에서 상호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관은 가능한 한 최대한, 대안적인 분쟁해결(ADR)절차를 이용하려

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원인으로 인해 대안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부적

절할 수도 있다(5 U.S.C. 572(b) 참고). 행정분쟁해결법(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ADRA)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재는 예외로 하고, 기관들은 논쟁중인 이슈

를 해결하기 위해 ADR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행정분쟁해결법에 의해 규정된 권한

과는 별개의 권한)을 갖는다. 기관들은 ADRA의 권한과 요건에 따라 절차를 선택할 수 있

다.

33.205 계약분쟁처리법과 Pub.L.85-804와의 관계

(a) Public Law 85-804 (50 U.S.C. 1431-1435)에 의한 구제요청(request for relief)은 

1978년 계약분쟁처리법이나 52.233-1(분쟁)에 있는 조항의 범위 내에 있는 클레임이 아

니므로 subpart 50.1(특수한 계약 조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 Public 

Law 85-804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구제조치(즉, 상호적인 착오를 철회하거나 교

정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지금은 1978년 계약분쟁처리법과 분쟁 조항에 따른 계약관

의 권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계약관이 특정한 유형의 클레임을 해결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의문이 든다면,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한다. 

(b) 착오를 바로잡거나 착오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계약을 철회하거나 교정할 

권리가 있다는 계약자의 주장은 계약분쟁처리법에 따른 클레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계

약자가 연방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러한 구제방법을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계약관은 계약을 교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법적권리의 주장과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관은 법률자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받아서, 구

제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판단한 서면 결정문을 만들

어야 한다. 

(c) 이 section (b)에 따라 구제조치 전부가 거절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클레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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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part 50.1이 이행하고 있는 Public Law 85-804에 따른 구제요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먼저 계약관에게 클레임을 제출하여 계약관이 1978년 계약분쟁처리법에 따

라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왜냐하면, 계약관을 거치지 않은 클레임은 subpart 50.1이 

이행하고 있는 Public Law 85-804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단, 관련된 기관

이 갖고 있는 다른 권한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러지 않는다.

33.206 클레임의 개시

(a) 계약자의 클레임은 클레임이 발생한 후 6년 이내(에 계약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계

약자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1995년 10월 1일 전에 낙찰된 계약들에는 6년의 기

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관은 본인이 클레임으로 볼 수 있는 제출물을 계약자로부터 

접수한 날짜에 대한 증거를 담아서 계약관련파일을 문서화해야 한다. 

(b) 클레임이 발생한 후 6년 이내(계약당사자들이 더 짧은 기간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

에, 정부가 계약자에 대해 제기한 클레임에 관한 서면 결정문을 만들어야 한다. 1995년 

10월 1일 전에 낙찰된 계약들이나, 사기와 관련된 계약자의 클레임을 바탕으로 한 정부

의 클레임에는 6년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33.207 계약자의 보증

(a)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때에, 계약자는 이 section (c)에 명시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클레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기되지 않은 논쟁중인 이슈에는 보증서제출 요건을 적

용하지 않는다. 

(c) 보증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저는 이 클레임이 선의로 제기되었음을 보증합니다. 제가 알고 있고 믿는 한에서, 클레

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자료들은 정확하며 완벽합니다. 요구된 금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계약자가 생각하는 계약상의 조정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약자를 대신하여 클레임을 보증하도록 정식으로 승인받았습니다.

(d)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증가한 비

용과 감소한 비용 둘 다를 계산한 총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용/가격책정 자료에 관해

서는 15.403-4(a)(1)(ⅲ)의 예시를 참고)

(e) 보증은 해당 클레임과 관련하여 계약자를 구속하도록 정식으로 승인받은 사람에 의

해 집행되어야 한다.

(f) 결함 있는 보증서를 제출했다고 하여도, 해당 클레임에 대해 법정이나, 기관의 계약

항소위원회로부터 판결(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정이나, 기관의 계약항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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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종판결이나 최종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결함 있는 보증서를 정정하라고 요구하여야 

한다. 

33.208 클레임에 대한 이자

(a) 정부는 계약자의 클레임에 대해, 다음의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관이 클레임을 접수한 날(33.207(a))

(2) 지급일. 이 날이 늦어진다면, 지급을 하는 날까지의 이자.

(b) 계약관이 클레임을 접수한 기간 동안에는 재무장관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클레임

에 대해 단리(simple interest)를 지급하고, 그 이후 클레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재무

장관이 정한 매 6개월마다의 이율을 적용하여 단리를 지급한다(계약자에게서 클레임에 

대한 이자를 징수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에 대해서는 52.232-17을 참고).

(c) 결함 있는 보증서를 갖고 있는 클레임에 대한 이자는, 계약관이 클레임을 접수한 첫 

날이나 1992년 10월 29일 둘 중 더 뒤의 날부터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약자가 결함 

있는 보증서를 제출한 후, 1992년 10월 29일 전에 완전한 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이자

는 완전한 보증서를 정부가 접수한 날부터 지급되어야 한다.

33.209 사기가 의심되는 클레임

계약자가 클레임의 일부를 입증할 수 없으며,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 계약의 일부 사실을 

그릇되게 진술한 것 때문이거나 사기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계약관은 사기

행위의 조사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에게 해당 사안을 회부한다.

 

33.210 계약관의 권한

이 section에 정한 바는 예외로 하고, 계약관은 계약분쟁처리법 적용대상인 계약에서 발

생하였거나 계약과 관련 있는 모든 클레임을 판단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해진 

한계 내에서 부여받는다. 기관 절차와 33.214에 따라, 계약관은 대안적인 분쟁해결(ADR)

절차를 사용하여 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다. 클레임을 판단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a) 법률이나 규정에 정해진 것으로, 다른 연방기관이 집행하거나, 결정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있는 벌금(penalties or forfeitures)에 관한 클레임이나 분쟁

(b) 사기와 관련 있는 클레임의 해결 ․ 절충 ․ 지급 ․ 조정

33.211 계약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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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자가 제기한 클레임이나 계약자에게 제기한 클레임을 상호간의 합의로 만족시키

거나 해결할 수 없어서 클레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관은 다음을 하여야 

한다.

(1) 클레임과 관련된 사실을 검토한다.

(2) 법률 자문가나 기타 자문가로부터 지원을 확보한다.

(3) 계약행정관이나 계약부서와 협조한다.

(4) 다음이 포함된 서면 결정문을 작성한다.

(i) 클레임이나 분쟁에 대한 설명

(ⅱ) 관련 있는 계약조건에 대한 언급

(ⅲ) 사실에 관해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진술

(ⅳ) 계약관의 판단내용과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

(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문

“이것은 계약관의 최종 결정입니다. 당신은 기관의 계약항소위원회에 이 판단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항소를 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계약항소위원회에 서면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내야 합니

다. 그리고 항소를 다루기로 결정하는 계약관에게 서면 통지 사본 한 부를 제공해야 합

니다.

그 통지에 항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결정사항을 언급하고, 계약 번호를 확

인해주어야 합니다.

계약항소위원회에 항소를 한 경우, 당신의 선택만으로, 당신은 위원회의 다음 절차를 따

를 수 있습니다.

(1) 5만 달러 이하인 클레임은 소(小) 클레임 절차, 소기업(소기업법이나 소기업법에 따

른 규정들에 정의)의 경우에는 15만 달러 이하

(2) 10만 달러 이하인 클레임은 신속 절차

기관의 계약항소위원회에 항소를 하는 대신, 당신은 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 440 -

안에 연방청구법원(US Court of Federal Claims)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

상계약(maritime contracts)에 관해 1978년 계약분쟁처리법, 41 U.S.C. 603에 정해진 바

는 예외).”

(ⅵ) 계약자가 정부에게 빚이 있다고 판정한 모든 경우에는, 32.604와 32.605에 따른 지

급을 요청.

(b) 계약관은 결정문 한 부를 계약자에게 등기우편이나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이 요건은 계약자가 제기하였거나 계약자에게 제기된 클레임에 

대한 결정에 적용된다.

(c) 계약관은 법에 의한 다음의 제한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10만 달러 이하의 클레임의 경우는, 계약자로부터 서면 요청을 받은 후 60일. 계약

자가 서면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클레임을 접수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

(2)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클레임의 경우는, 보증 받은 클레임을 접수한 후 60일. 그러

나 60일 안에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면, 계약관은 그 기간 내에 계약자에게 결정이 

내려질 시점을 알려줘야 한다.

(d) 계약관은 다음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클레임의 규모와 복잡성

(2) 계약자의 보완자료의 적절성

(3) 기타 다른 관련 요소들

(e) 클레임을 접수한 후 60일 내에 계약관이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자가 시도한 보

증이 결함 있는 것으로 드러난 사유를 알린 경우, 계약관은 10만 달러를 초과하고, 결함 

있는 보증서를 갖고 있는 클레임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내릴 의무가 없다. 

(f) 계약관이 클레임에 대한 결정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계약자는 재판소가 정한 

기간 안에 계약관이 결정을 내릴 것을 지시해 달라고 관련 재판소(tribunal)에 요구할 

수 있다. 

(g) 계약관이 요청된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계약관이 클레임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계약자는 클레임에 대해 항소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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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계약자의 항소와 관련된 행동을 기다리지 않고 지급되어

야 한다. 이러한 지급으로 인해 다른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33.212 항소 시 계약관의 의무

기관의 계약항소위원회와 함께 계약을 관리하는 기관 절차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계

약관은 계약항소위원회가 계약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 중에 활용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

는 자료 ․ 서류 ․ 정보 ․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3.213 계약이행을 지속할 의무

(a) 일반적으로, 계약분쟁처리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계약이행을 지속할 의무가, 계약에

서 발생한 클레임에만 적용됐었다. 그러나 41 U.S.C. 605(b)에 있는 이 법은, 계약에서 

발생한 클레임이나 계약과 관련된 클레임을 최종 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관의 판단에 따

라, 계약이행의 지속을 계약자에게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에서 발생한 클레임은, 

클레임을 제기한 자가 구할 수 있는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52.233-1(분쟁) 조항이 

아닌 계약서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클레임이다. 그러나 계약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대

한 구제방법도 52.233-1 조항에 따라 찾을 수 있다. 계약과 관련된 클레임은 52.233-1이 

아닌 계약서 조항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클레임이다.) 52.233-1와 그 AlternateⅠ으로 

이러한 구별을 할 수 있다(33.215 참고).

(b) 52.233-1(분쟁) 조항과 그 Alternate Ⅰ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계약에서, 계약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계약과 관련이 있는 분쟁이 제기된 경우에는, 계약관은 계속되는 

계약이행에 대한 자금을, 적절한 기관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정부의 이익은 적절히 보장한다.

33.214 대안적인 분쟁해결(ADR)

(a) 대안적인 분쟁해결(ADR)절차를 활용하는 목적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면서, 논

쟁중인 이슈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대안적인 분쟁해결에 

필요한 요소에는 다음의 것들이 해당된다.

(1) 논쟁중인 이슈의 존재

(2) ADR 진행과정에 참여하기로 한 양 당사자의 자발적인 선택

(3) 공식적인 소송 대신에 활용할 대안적인 절차와 조건에 관한 합의

(4) 논쟁중인 이슈를 해결할 권한을 갖고 있는, 양 당사자 쪽 관계자들의 참가

(b) 계약관이 대안적인 분쟁해결(ADR)절차를 활용하자는 계약자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계약관은 5 U.S.C. 572(b)에 있는 조건 중 1개 이상을 인용하거나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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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ADR 절차가 부적절한 사유를 언급한 서면의 설명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대안적인 분쟁해결절차를 거절하는 경우는, 계약자가 서면으로 본인이 거절하

는 사유를 기관에 알려야 한다. 

(c) ADR 절차는, 계약자가 논쟁중인 이슈를 해결할 권한을 갖고 있을 때에 이용할 수 있

다. 클레임이 제출되었다면, ADR 절차는 클레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계약자의 최종결정이 나온 이후에 ADR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ADR 절차를 

이용한다고 하여 이것이 계약관의 최종결정에 항소를 할 수 있는 제한시간과 절차적 요

건 그리고 최종결정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d) 양 당사자들이 선택한 절차를 이용해 논쟁중인 이슈를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제3자를 이용할 수 있다.

(e) 5 U.S.C. 574에 부합되도록 ADR의 진행상황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f)(1) 중재가 법에 의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입찰요청서는 낙찰의 조건으로 중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계약관은 논쟁중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ADR 절차를 선

택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한다.

(2) 중재방법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중재자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 낙찰범위와, 중재로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한정하는 조건들을 정하여야 한다.

(g) ADR 절차의 하나로, 오직 기관의 지침에 정해진 바에 대해서만 구속력 있는 중재를 

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기관의 지침들은 구속력 있는 중재의 적절한 사용방법을 조언하

며,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논쟁중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기관이 갖게 되는 

시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33.215 계약서 조항

(a) 33.203(b)에 있는 조건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52.233-1(분

쟁) 조항을 넣는다. 계약에서 발생한 클레임이나 계약과 관련된 클레임을 해결하는 동안

에 계약의 이행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기관절차에 따라 결정된다면, 계약관은 52.233-1와 

그 AlternateⅠ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b) 52.233-4 조항을 모든 입찰요청서와 계약서에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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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장 연방공급목록 계약(Federal Supply Schedule Contract)

38.000 범위

이 part는 연방조달청(GSA)이 관리하는 연방공급목록 프로그램에 따른 물품/서비스의 계

약체결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기술한다(추가 정보는 subpart 8.4(연방공급목록)을 참

고). GSA는 다른 기관들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예를 들어 GSA는 재향군인회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 VA연방공급목록 프로그램에 따라 의료용품을 조달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VA연방공급목록 프로그램은 이 subpart의 적용을 받는

다. 국방부 또한 군수품의 목록 계약체결(schedule contracting)과 유사한 시스템을 운

영하고 있으나, 국방부의 시스템은 연방공급목록 프로그램의 일부는 아니다.

Subpart 38.1-연방공급목록 프로그램

38.101 일반

(a) 연방공급목록 프로그램은, 41 U.S.C. 259(b)(3)(A)에 따라서, 연방기관들에게 상용 

물품과 서비스를 대량구매할인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수량으로 조달할 수 있는 간소화

된 절차를 제공한다. 수량불확정계약(indefinite-delivery contracts)은 경쟁 절차를 이

용하여 회사에 낙찰된다. 낙찰 받은 회사는 인접한 48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 알라스

카, 해외와 같은 정해진 지역에 납품하기 위하여 물품과 서비스를 주어진 기간 동안 정

해진 가격으로 제공한다. 목록 계약관은 연방공급목록(FSS)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가 담

겨 있고 관련 있는 화제를 다루고 있는 연방공급목록 책자를 발행한다. 

(b) 각각의 목록은 주요 공급 수단으로 목록 계약을 사용할 것을 요청받은 기관들을 확

인해준다.

(c) 목록 계약의 의무사용자로 목록에 확인되지 않은 기관들도 목록에 따라 주문서를 발

행할 수 있다. 계약자들은 주문서를 수용하도록 권장된다.

(d) GSA가 대부분의 연방공급목록 계약을 낙찰하고 있지만, GSA는 다른 기관에게, 목록 

계약을 낙찰할 수 있고 목록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향

군인회는 의료용품 및 보존가능한 생필품에 대한 목록 계약을 낙찰하고 있다.

(e) 연방공급목록을 만들 때에, GSA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모든 법률 요건 및 규정 

요건(예, Part 5, 6, 19)을 따라야 한다. Part 5, 6, 19는 목록 입찰요청서를 발행하기 

전 조달 계획단계에 적용되고, 이후 체결된 목록 계약에서 기인한 주문과 일괄구매협정

(BPA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8.404 참고).

Subpart 38.2-연방공급목록의 제정 및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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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10 요건

(a) 다음을 하기 전에, 기관간(間) 합의에 따라서, 연방공급목록 계약의 책임을 지고 있

는 계약관은 연방조달청(GSA)의 연방공급 서비스(FSS)부와 조정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새로운 목록의 제정

(2) 기존 목록의 중단

(3) 기관의 범위나 기존 목록의 지리적 범위 변경

(4) 품목고유번호(SIN), 국가재고번호(NSN)의 추가나 삭제 또는 그 설명의 수정

(b) 요청사항이 있다면 다음의 주소로 보내야 한다.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Federal Supply Service

Office of Acquisition (FC)

Washington, DC 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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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조달규정 영문 (주요 조문) >

PART 5 - Publicizing Contract Actions

5.000  Scope of part. 
This part prescribes policies and procedures for publicizing contract opportunities 
and award information. 

5.001  Definition. 

“Contract action,”as used in this part, means an action resulting in a contract, as 
defined in Subpart 2.1, including actions for additional supplies or services outside 
the existing contract scope, but not including actions that are within the scope and 
under the terms of the existing contract, such as contract modifications issued 
pursuant to the Changes clause, or funding and other administrative changes. 

5.002  Policy. 

Contracting officers must publicize contract actions in order to 

(a) Increase competition; 

(b) Broaden industry participation in meeting Government requirements; and 

(c) Assist small business concerns, veteran-owned small business concerns, 
service-disabled veteran-owned small business concerns, HUBZone small business 
concerns, small disadvantaged business concerns, and women-owned small business 
concerns in obtaining contracts and subcontracts. 

5.003  Governmentwide point of entry. 
For any requirement in the FAR to publish a notice,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transmit the notices to the GPE. 

Subpart 5.1Dissemination of Information 
5.101  Methods of disseminating information. 
(a) As required by the Small Business Act (15 U.S.C. 637(e)) and the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Act (41 U.S.C. 416), contracting officers must 
disseminate information on proposed contract actions as follows: 

(1) For proposed contract actions expected to exceed $25,000, by synopsizing in the 
GPE (see 5.201). 

(2) For proposed contract actions expected to exceed $10,000, but not expected to 
exceed $25,000, by displaying in a public place, or by any appropriate electronic 
means, an unclassified notice of the solicitation or a copy of the solicitation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5.207(c). The notice must include a statement that all 
responsible sources may submit a response which, if timely received, mus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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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ed by the agency. The information must be posted not later than the date 
the solicitation is issued, and must remain posted for at least 10 days or until after 
quotations have been opened, whichever is later. 

(i) If solicitations are posted instead of a notice, the contracting officer may employ 
various methods of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5.207(c). For example, the 
contracting officer may meet the requirements of 5.207(c) by stamping the 
solicitation, by a cover sheet to the solicitation, or by placing a general statement in 
the display room. 

(ii) The contracting officer need not comply with the display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when the exemptions at 5.207(a)(1), (a)(4) through (a)(9), or (a)(11) apply, 
when oral solicitations are used, or when providing access to a notice of proposed 
contract action and solicitation through the GPE and the notice permits the public to 
respond to the solicitation electronically. 

(iii) Contracting officers may use electronic posting of requirements in a place 
accessible by the general public at the Government installation to satisfy the public 
display requirement. Contracting offices using electronic systems for public posting 
that are not accessible outside the installation must periodically publicize the 
methods for accessing the information. 

(b) In additio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thods may be used: 

(1) Preparing periodic handouts listing proposed contracts, and displaying them as in 
5.101(a)(2). 

(2) Assisting local trade associations in disseminating information to their members. 

(3) Making brief announcements of proposed contracts to newspapers, trade journals, 
magazines, or other mass communication media for publication without cost to the 
Government. 

(4) Placing paid advertisements in newspapers or other communications media, 
subject to the following limitations: 

(i) Contracting officers shall place paid advertisements of proposed contracts only 
when it is anticipated that effective competition cannot be obtained otherwise (see 
5.205(d)). 

(ii) Contracting officers shall not place advertisements of proposed contracts in a 
newspaper published and printed in the District of Columbia unless the supplies or 
services will be furnished, or the labor performed, in the District of Columbia or 
adjoining counties in Maryland or Virginia (44 U.S.C. 3701). 

(iii) Advertisements published in newspapers must be under proper written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44 U.S.C. 3702 (see 5.502(a)). 

5.102  Availability of solicitations. 
(a)(1)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a)(5) of this section, the contracting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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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make available through the GPE solicitations synopsized through the GPE, 
including specifications, technical data, and other pertinent information determined 
necessary by the contracting officer. Transmissions to the GPE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interface description available via the Internet at 
http://www.fedbizopps.gov. 

(2) The contracting officer is encouraged, when practicable and cost-effective, to 
make accessible through the GPE additional information related to a solicitation. 

(3)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ensure that solicitations transmitted using electronic 
commerce are forwarded to the GPE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a)(1) 
of this section. 

(4) When an agency determines that a solicitation contains information that requires 
additional controls to monitor access and distribution (e.g., technical data, 
specifications, maps, building designs, schedules, etc.), the information shall be made 
available through the enhanced controls of the GPE, unless an exception in 
paragraph (a)(5) of this section applies. The GPE meets the synopsis and advertising 
requirements of this part. 

(5) The contracting officer need not make a solicitation available through the GPE as 
required in paragraph (a)(4) of this section, when 

(i) Disclosure would compromise the national security (e.g., would result in 
disclosure of classified information, or information subject to export controls)or 
create other security risks. The fact that access to classified matter may be 
necessary to submit a proposal or perform the contract does not, in itself, justify 
use of this exception; 

(ii) The nature of the file (e.g., size, format) does not make itcost-effective or 
practicable for contracting officers to provide access to the solicitation through the 
GPE; or 

(iii) The agency's senior procurement executive makes a written determination that 
access through the GPE is not in the Government's interest. 

(6) When an acquisition contains brand name specification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clude with the solicitation the justification or documentation required by 
6.302-1(c), 13.106-1(b), or 13.501, redacted as necessary (see 6.305). 

(b) When the contracting officer does not make a solicitation available through the 
GPE pursuant to paragraph (a)(5) of this section, the contracting officer 

(1) Should employ other electronic means (e.g., CD-ROM or electronic mail) 
whenever practicable and cost- effective. When solicitations are provided 
electronically on physical media (e.g., disks) or in paper form,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i) Maintain a reasonable number of copies of solicitations, including specifications 
and other pertinent information determined necessary by the contracting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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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n request, potential sources not initially solicited should be mailed or provided 
copies of solicitations, if available); 

(ii) Provide copies on a “first-come-first-served”basis, for pickup at the contracting 
office, to publishers, trade associations, information services, and other members of 
the public having a legitimate interest (for construction, see 36.211); and 

(iii) Retain a copy of the solicitation and other documents for review by and 
duplication for those requesting copies after the initial number of copies is 
exhausted; and 

(2) May require payment of a fee, not exceeding the actual cost of duplication, for a 
copy of the solicitation document. 

(c) In addition to the methods of disseminating proposed contract information in 
5.101(a) and (b), provide, upon request to small business concerns, as required by 
15 U.S.C. 637(b) 

(1) A copy of the solicitation and specifications. In the case of solicitations 
disseminated by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olicitations may be furnished directly to 
the electronic address of the small business concern; 

(2) The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an employee of the contracting office who 
will answer questions on the solicitation; and 

(3) Adequate citations to each applicable major Federal law or agency rule with 
which small business concerns must comply in performing the contract. 

(d) When electronic commerce (see Subpart 4.5) is used in the solicitation process, 
availability of the solicitation may be limited to the electronic medium. 

(e) Provide copies of a solicitation issued under other than full and open competition 
to firms requesting copies that were not initially solicited, but only after advising the 
requester of the determination to limit the solicitation to a specified firm or firms as 
authorized under Part 6. 

(f) This section 5.102 applies to classified contract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agency security requirements (see 5.202(a)(1)). 

Subpart 5.2?Synopses of Proposed Contract Actions 
5.201  General. 
(a) As required by the Small Business Act (15 U.S.C. 637(e)) and the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Act (41 U.S.C. 416), agencies must make notices of 
proposed contract actions available as specified in paragraph (b) of this section. 

(b)(1) For acquisitions of supplies and services, other than those covered by the 
exceptions in 5.202 and the special situations in 5.205,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transmit a notice to the GPE, for each proposed? 

(i) Contract action meeting the threshold in 5.10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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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odification to an existing contract for additional supplies or services that meets 
the threshold in 5.101(a)(1); or 

(iii) Contract action in any amount when advantageous to the Government. 

(2) When transmitting notices using electronic commerce, contracting officers must 
ensure the notice is forwarded to the GPE. 

(c) The primary purposes of the notice are to improve small business access to 
acquisition information and enhance competition by identifying contracting and 
subcontracting opportunities. 

(d) The GPE may be accessed via the Internet at http://www.fedbizopps.gov. 

5.202  Exceptions. 
The contracting officer need not submit the notice required by 5.201 when? 

(a)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1) The synopsis cannot be worded to preclude disclosure of an agency’s needs and 
such disclosure would compromise the national security (e.g., would result in 
disclosure of classified information). The fact that a proposed solicitation or contract 
action contains classified information, or that access to classified matter may be 
necessary to submit a proposal or perform the contract does not, in itself, justify 
use of this exception to synopsis; 

(2) The proposed contract action is made under the conditions described in 6.302-2 
(or, for purchases conducted using simplified acquisition procedures, if unusual and 
compelling urgency precludes competition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and 
the Government would be seriously injured if the agency complies with the time 
periods specified in 5.203; 

(3) The proposed contract action is one for which either the written direction of a 
foreign government reimbursing the agency for the cost of the acquisition of the 
supplies or services for such government, or the terms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or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a foreign government,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s the effect of requiring that the acquisition shall be from specified 
sources; 

(4) The proposed contract action is expressly authorized or required by a statute to 
be made through another Government agency, including acquisitions from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using the authority of section 8(a) of the Small 
Business Act (but see 5.205(f)), or from a specific source such as a workshop for 
the blind under the rules of the Committee for the Purchase from the Blind and 
Other Severely Handicapped; 

(5) The proposed contract action is for utility services other tha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only one source i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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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proposed contract action is an order placed under Subpart 16.5; 

(7) The proposed contract action results from acceptance of a proposal under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of 1982 (Pub. L. 97-219); 

(8) The proposed contract action results from the acceptance of an unsolicited 
research proposal that demonstrates a unique and innovative concept (see 2.101) and 
publication of any notice complying with 5.207 would improperly disclose the 
originality of thought or innovativeness of the proposed research, or would disclose 
proprietary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 proposal. This exception does not apply 
if the proposed contract action results from an unsolicited research proposal and 
acceptance is based solely upon the unique capability of the source to perform the 
particular research services proposed (see 6.302-1(a)(2)(i)); 

(9) The proposed contract action is made for perishable subsistence supplies, and 
advance notice is not appropriate or reasonable; 

(10) The proposed contract action is made under conditions described in 6.302-3, or 
6.302-5 with regard to brand name commercial items for authorized resale, or 
6.302-7, and advance notice is not appropriate or reasonable; 

(11) The proposed contract action is made under the terms of an existing contract 
that was previously synopsized in sufficient detail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5.207 with respect to the current proposed contract action; 

(12) The proposed contract action is by a Defense agency and the proposed contract 
action will be made and performed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its outlying areas, 
and only local sources will be solicited. This exception does not apply to proposed 
contract actions cover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or a Free Trade Agreement (see Subpart 25.4); 

(13) The proposed contract action? 

(i) Is for an amount not expected to exceed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ii) Will be made through a means that provides access to the notice of proposed 
contract action through the GPE; and 

(iii) Permits the public to respond to the solicitation electronically; or 

(14) The proposed contract action is made under conditions described in 6.302-3 
with respect to the services of an expert to support the Federal Government in any 
current or anticipated litigation or dispute. 

(b) The head of the agency determines in writing, after consultation with the 
Administrator for Federal Procurement Policy and the Administrator of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that advance notice is not appropriate or reasonable. 

5.203  Publicizing and response time. 
Whenever agencies are required to publicize notice of proposed contract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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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5.201, they must proceed as follows: 

(a) An agency must transmit a notice of proposed contract action to the GPE (see 
5.201). All publicizing and response times are calculated based on the date of 
publication. The publication date is the date the notice appears on the GPE. The 
notice must be published at least 15 days before issuance of a solicitation, or a 
proposed contract action the Government intends to solicit and negotiate with only 
one source under the authority of 6.302, except that, for acquisitions of commercial 
items, the contracting officer may? 

(1) Establish a shorter period for issuance of the solicitation; or 

(2) Use the combined synopsis and solicitation procedure (see 12.603). 

(b)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establish a solicitation response time that will afford 
potential offerors a reasonable opportunity to respond to each proposed contract 
action, (including actions where the notice of proposed contract action and 
solicitation information is accessible through the GPE), in an amount estimated to be 
greater than $25,000, but not greater than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or 
each contract action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in an amount estimated 
to be greater than $25,000.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consider the 
circumstances of the individual acquisition, such as the complexity, commerciality, 
availability, and urgency, when establishing the solicitation response time. 

(c) Except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see 5.203(b)), agencies shall 
allow at least a 30-day response time for receipt of bids or proposals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a solicitation, if the proposed contract action is expected to exceed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d) Agencies shall allow at least a 30 day response time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of a proper notice of intent to contract for architect-engineer services or before 
issuance of an order under a basic ordering agreement or similar arrangement if the 
proposed contract action is expected to exceed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e) Agencies must allow at least a 45-day response time for receipt of bids or 
proposals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notice required in 5.201 for proposed 
contract actions categorized as research and development if the proposed contract 
action is expected to exceed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f) Nothing in this subpart prohibits officers or employees of agencies from 
responding to requests for information. 

(g) Contracting officers may, unless they have evidence to the contrary, presume the 
notice was published one day after transmission to the GPE. This presumption does 
not negate the mandatory waiting or response times specified in paragraphs (a) 
through (d) of this section. Upon learning that a particular notice has not in fact 
been published within the presumed timeframes, contracting officers should consider 
whether the date for receipt of offers can be extended or whether circumstances 
have become sufficiently compelling to justify proceeding with the proposed contract 
action under the authority of 5.202(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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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In addition to other requirements set forth in this section, for acquisitions 
cover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or a 
Free Trade Agreement (see Subpart 25.4), the period of time between publication of 
the synopsis notice and receipt of offers must be no less than 40 days. However, if 
the acquisition falls within a general category identified in an annual forecast, the 
availability of which is published, the contracting officer may reduce this time period 
to as few as 10 days. 

5.204  Presolicitation notices. 
Contracting officers must provide access to presolicitation notices through the GPE 
(see 15.201 and 36.213-2).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synopsize a proposed 
contract action before issuing any resulting solicitation (see 5.201 and 5.203). 

5.205  Special situations. 
(a)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dvance notices. Contracting officers may 
transmit to the GPE advance notices of their interest in potential R&D programs 
whenever market research does not produce a sufficient number of concerns to 
obtain adequate competition. Advance notices must not be used where security 
considerations prohibit such publication. Advance notices will enable potential sources 
to learn of R&D programs and provide these sources with an opportunity to submit 
information which will permit evaluation of their capabilities. Contracting officers 
must consider potential sources which respond to advance notices for a subsequent 
solicitation. Advanced notices must be entitled “Research and Development Sources 
Sought” and include the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contracting officer or 
other contracting activity official from whom technical details of the project can be 
obtained. This will enable sources to submit information for evaluation of their R&D 
capabilities. Contracting officers must synopsize (see 5.201) all subsequent 
solicitations for R&D contracts, including those resulting from a previously 
synopsized advance notice, unless one of the exceptions in 5.202 applies. 

(b) Federally 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s. Before establishing a 
Federally 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FRDC) (see Part 35) or before 
changing its basic purpose and mission, the sponsor must transmit at least three 
notices over a 90-day period to the GPE and the Federal Register, indicating the 
agency’s intention to sponsor an FFRDC or change the basic purpose and mission of 
an FFRDC. The notice must indicate the scope and nature of the effort to be 
performed and request comments. Notice is not required where the action is 
required by law. 

(c) Special notices. Contracting officers may transmit to the GPE special notices of 
procurement matters such as business fairs, long-range procurement estimates, 
prebid or preproposal conferences, meetings, and the availability of draft solicitations 
or draft specifications for review. 

(d) Architect-engineering services. Contracting officers must publish notices of intent 
to contract for architect-engineering services as follows: 

(1) Except when exempted by 5.202, contracting officers must transmit to the GPE a 
synopsis of each proposed contract action for which the total fee (including p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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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ptions) is expected to exceed $25,000. 

(2) When the total fee is expected to exceed $10,000 but not exceed $25,000,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comply with 5.101(a)(2). When the proposed contract action 
is not required to be synopsized under paragraph (d)(1) of this section,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display a notice of the solicitation or a copy of the 
solicitation in a public place at the contracting office. Other optional publicizing 
methods are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5.101(b). 

(e) Public-private competitions under OMB Circular A-76. 

(1)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make a formal public announcement for each 
streamlined or standard competition. The public announcement shall include, at a 
minimum, the agency, agency component, location, type of competition (streamlined 
or standard), activity being competed, incumbent service providers, number of 
Government personnel performing the activity, name of the Competitive Sourcing 
Official, name of the contracting officer, name of the Agency Tender Official, and 
projected end date of the competition. 

(2)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announce the end of the streamlined or standard 
competition by making a formal public announcement of the performance decision. 
(See OMB Circular A-76.) 

(f) Section 8(a) competitive acquisition. When a national buy requirement is being 
considered for competitive acquisition limited to eligible 8(a) concerns under Subpart 
19.8,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transmit a synopsis of the proposed contract action 
to the GPE. The synopsis may be transmitted to the GPE concurrent with submission 
of the agency offering (see 19.804-2) to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The synopsis should also include information? 

(1) Advising that the acquisition is being offered for competition limited to eligible 
8(a) concerns; 

(2) Specifying the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 code; 

(3) Advising that eligibility to participate may be restricted to firms in either the 
developmental stage or the developmental and transitional stages; and 

(4) Encouraging interested 8(a) firms to request a copy of the solicitation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since the solicitation will be issued without further notice 
upon SBA acceptance of the requirement for the section 8(a) program. 

5.206  Notices of subcontracting opportunities. 
(a) The following entities may transmit a notice to the GPE to seek competition for 
subcontracts, to increase participation by qualified HUBZone small business, small, 
small disadvantaged, women-owned small business, veteran-owned small business 
and service-disabled veteran-owned small business concerns, and to meet 
established subcontracting plan goals: 

(1) A contractor awarded a contract exceeding $100,000 that is likely to resul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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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ward of any subcontracts. 

(2) A subcontractor or supplier, at any tier, under a contract exceeding $100,000, 
that has a subcontracting opportunity exceeding $10,000. 

(b) The notices must describe? 

(1) The business opportunity; 

(2) Any pre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3) Where to obtain technical data needed to respond to the requirement. 

5.207  Preparation and transmittal of synopses. 
(a) Content. Each synopsis transmitted to the GPE must address the following data 
elements, as applicable: 

(1) Action Code. 
(2) Date. 
(3) Year. 
(4) Contracting Office ZIP Code. 
(5) Classification Code. 
(6) Contracting Office Address. 
(7) Subject. 
(8) Proposed Solicitation Number. 
(9) Closing Response Date. 
(10) Contact Point or Contracting Officer. 
(11) Contract Award and Solicitation Number. 
(12) Contract Award Dollar Amount. 
(13) Contract Line Item Number. 
(14) Contract Award Date. 
(15) Contractor. 
(16) Description. 
(17) Place of Contract Performance. 
(18) Set-aside Status. 

(b) Transmittal. Transmissions to the GPE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interface 
description available via the Internet at http://www.fedbizopps.gov. 

(c) General format for “Description.” Prepare a clear and concise description of the 
supplies or services that is not unnecessarily restrictive of competition and will allow 
a prospective offeror to make an informed business judgment as to whether a copy 
of the solicitation should be requested including the following, as appropriate: 

(1) National Stock Number (NSN) if assigned. 

(2) Specification and whether an offeror, its product, or service must meet a 
qualification requirement in order to be eligible for award, and identification of the 
office from which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may be 
obtained (see Subpart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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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nufacturer, including part number, drawing number, etc. 

(4) Size, dimensions, or other form, fit or functional description. 
(5) Predominant material of manufacture. 
(6) Quantity, including any options for additional quantities. 
(7) Unit of issue. 
(8) Destination information. 
(9) Delivery schedule. 
(10) Duration of the contract period. 

(11) For a proposed contract action in an amount estimated to be greater than 
$25,000 but not greater than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enter? 

(i) A description of the procedures to be used in awarding the contract (e.g., request 
for oral or written quotation or solicitation); and 

(ii) The anticipated award date. 

(12) For Architect-Engineer projects and other projects for which the supply or 
service codes are insufficient, provide brief details with respect to: location, scope 
of services required, cost range and limitations, type of contract, estimated starting 
and completion dates, and any significant evaluation factors. 

(13)(i) If the solicitation will include the FAR clause at 52.225-3, Buy American 
Act?Free Trade Agreements?Israeli Trade Act, or an equivalent agency clause, insert 
the following notice in the synopsis: “One or more of the items under this 
acquisition is subject to Free Trade Agreements.” 

(ii) If the solicitation will include the FAR clause at 52.225-5, Trade Agreements, or 
an equivalent agency clause, insert the following notice in the synopsis: “One or 
more of the items under this acquisition is subject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and Free Trade Agreements.” 

(iii) If the solicitation will include the FAR clause at 52.225-11, Buy American 
Act?Construction Materials Under Trade Agreements, 52.225-23, Required Use of 
American Iron, Steel, and Other Manufactured Goods?Buy American Act?Construction 
Materials Under Trade Agreements, or an equivalent agency clause, insert the 
following notice in the synopsis: “One or more of the items under this acquisition is 
subject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and 
Free Trade Agreements.” 

(14) In the case of noncompetitive contract actions (including those that do not 
exceed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identify the intended source and insert a 
statement of the reason justifying the lack of competition. 

(15)(i) Except when using the sole source authority at 6.302-1, insert a statement 
that all responsible sources may submit a bid, proposal, or quotation which shall be 
considered by th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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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When using the sole source authority at 6.302-1, insert a statement that all 
responsible sources may submit a capability statement, proposal, or quotation, which 
shall be considered by the agency. 

(16) If solicitations synopsized through the GPE will not be made available through 
the GPE, provide information on how to obtain the solicitation. 

(17) If the solicitation will be made available to interested parties through electronic 
data interchange, provide any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and respond to the 
solicitation electronically. 

(18) If the technical data required to respond to the solicitation will not be furnished 
as part of such solicitation, identify the source in the Government, such as 
http://www.fedbizopps.gov/, from which the technical data may be obtained. 

(d) Set-asides. When the proposed acquisition provides for a total or partial small 
business program set-aside, or when the proposed acquisition provides for a local 
area set-aside (see Subpart 26.2),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dentify the type of 
set-aside in the synopsis and in the solicitation. 

(e) Codes to be used in Synopses to identify services or supplies. Contracting 
officers must use one of the classification codes identified at 
http://www.fedbizopps.gov/ to identify services or supplies in synopses. 

(f) Notice of solicitation cancellation. Contracting officers may publish notices of 
solicitation cancellations (or indefinite suspensions) of proposed contract actions in 
the GPE. 

Subpart 5.3 Synopses of Contract Awards 
5.301  General. 
(a) Except for contract actions described in paragraph (b) of this section and as 
provided in 5.003, contracting officers must synopsize through the GPE awards 
exceeding $25,000 that are? 

(1) Cover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or 
a Free Trade Agreement (see Subpart 25.4); or 

(2) Likely to result in the award of any subcontracts. However, the dollar threshold 
is not a prohibition against publicizing an award of a smaller amount when publicizing 
would be advantageous to industry or to the Government. 

(b) A notice is not required under paragraph (a) of this section if? 

(1) The notice would disclose the executive agency’s needs and the disclosure of 
such needs would compromise the national security; 

(2) The award results from acceptance of an unsolicited research proposal that 
demonstrates a unique and innovative research concept and publication of any notice 
would disclose the originality of thought or innovativeness of the proposed research 
or would disclose proprietary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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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award results from a proposal submitted under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of 1982 (Pub. L. 97-219); 

(4) The contract action is an order placed under Subpart 16.5; 

(5) The award is made for perishable subsistence supplies; 
(6) The award is for utility services, other tha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only one source is available; 

(7) The contract action? 

(i) Is for an amount not greater than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ii) Was made through a means where access to the notice of proposed contract 
action was provided through the GPE; and 

(iii) Permitted the public to respond to the solicitation electronically; or 

(8) The award is for the services of an expert to support the Federal Government in 
any current or anticipated litigation or dispute pursuant to the exception to full and 
open competition authorized at 6.302-3. 

(c) With respect to acquisitions cover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or a Free Trade Agreement, contracting officers 
must submit synopses in sufficient time to permit their publication in the GPE not 
later than 60 days after award. 

(d) Justifications for other than full and open competition must be posted in 
accordance with 6.305. 

5.302  Preparation and transmittal of synopses of awards. 
Contracting officers shall transmit synopses of contract awards in the same manner 
as prescribed in 5.207. 
5.303  Announcement of contract awards. 
(a) Public announcement. Contracting officers shall make information available on 
awards over $3.5 million (unless another dollar amount is specified in agency 
acquisition regulations) in sufficient time for the agency concerned to announce it by 
5 p.m. Washington, DC, time on the day of award. Agencies shall not release 
information on awards before the public release time of 5 p.m. Washington, DC time. 
Contracts excluded from this reporting requirement include? 

(1) Those placed with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under Section 8(a) of the 
Small Business Act; 

(2) Those placed with foreign firms when the place of delivery or performance is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its outlying areas; and 

(3) Those for which synopsis was exempted under 5.202(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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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ocal announcement. Agencies may also release information on contract awards 
to the local press or other media. When local announcements are made for contract 
awards in excess of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they shall include? 

(1) For awards after sealed bidding, a statement that the contract was awarded after 
competition by sealed bidding, the number of offers solicited and received, and the 
basis for selection (e.g., the lowest responsible bidder); or 

(2) For awards after negotiation, the information prescribed by 15.503(b), and after 
competitive negotiation (either price or design competition), a statement to this 
effect, and in general terms the basis for selection. 

Subpart 5.4 Release of Information 
5.401  General. 
(a) A high level of business security must be maintained in order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the acquisition process. When it is necessary to obtain information from 
potential contractors and others outside the Government for use in preparing 
Government estimates, contracting officers shall ensure that the information is not 
publicized or discussed with potential contractors. 

(b) Contracting officers may make available maximum information to the public, 
except information? 

(1) On plans that would provide undue or discriminatory advantage to private or 
personal interests; 

(2) Received in confidence from an offeror; 

(3) Otherwise requiring protection under Freedom of Information Act (see Subpart 
24.2) or Privacy Act (see Subpart 24.1); or 

(4) Pertaining to internal agency communications (e.g., technical reviews, contracting 
authority or other reasons, or recommendations referring thereto). 

(c) This policy applies to all Government personnel who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any stage of the acquisition cycle. 

5.402  General public. 
Contracting officers shall process requests for specific information from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suppliers, in accordance with Subpart 24.1 or 24.2, as appropriate. 

5.403  Requests from Members of Congress. 
Contracting officers shall give Members of Congress, upon their request,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any particular contract. When responsiveness would result in 
disclosure of classified matter, business confidential information, or information 
prejudicial to competitive acquisi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refer the proposed 
reply, with full documentation, to the agency head and inform the legislative liaison 
office of the action. 

5.404  Release of long-range acquisition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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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ssist industry planning and to locate additional sources of supply, it may be 
desirable to publicize estimates of unclassified long-range acquisition requirements. 
Estimates may be publicized as far in advance as possible. 

5.404-1  Release procedures. 
(a) Application. The agency head, or a designee, may release long-range acquisition 
estimates if the information will? 

(1) Assist industry in its planning and facilitate meeting the acquisition requirements; 

(2) Not encourage undesirable practices (e.g., attempts to corner the market or 
hoard industrial materials); and 

(3) Not indicate the existing or potential mobilization of the industry as a whole. 

(b) Conditions. The agency head shall ensure that? 

(1) Classified information is released through existing security channels in 
accordance with agency security regulations; 

(2) The information is publicized as widely as practicable to all parties 
simultaneously by any of the means described in this part; 

(3) Each release states that? 

(i) The estimate is based on the best information available, 

(ii) The information is subject to modification and is in no way binding on the 
Government, and 

(iii) More specific information relating to any individual item or class of items will 
not be furnished until the proposed action is synopsized through the GPE or the 
solicitation is issued; 

(4) Each release contain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ontracting officer that will 
process the acquisition; 

(5) Modifications to the original release are publicized as soon as possible, in the 
same manner as the original; and 

(6) Each release? 

(i) Is coordinated in advance with small business, public information, and public 
relations personnel, as appropriate; 

(ii) Contains, if applicable, a statement that small business set-asides may be 
involved, but that a determination can be made only when acquisition action is 
initiated; and 

(iii) Contains the name or description of the item, and the estimated quantity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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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red by calendar quarter, fiscal year, or other period. It may also contain such 
additional information as the number of units last acquired, the unit price, and the 
name of the last supplier. 

5.404-2  Announcements of long-range acquisition estimates. 
Further publicizing, consistent with the needs of the individual case, may be 
accomplished by announcing through the GPE that long-range acquisition estimates 
have been published and are obtainable, upon request, from the contracting officer. 

5.405  Exchange of acquisition information. 
(a) When the same item or class of items is being acquired by more than one 
agency, or by more than one contracting activity within an agency, the exchange and 
coordination of pertinent information, particularly cost and pricing data, between 
these agencies or contracting activities is necessary to promote uniformity of 
treatment of major issues and the resolution of particularly difficult or controversial 
issues. The exchange and coordination of information is particularly beneficial during 
the period of acquisition planning, presolicitation, evaluation, and pre-award survey. 

(b) When substantial acquisitions of major items are involved or when the contracting 
activity deems it desirable, the contracting activity shall request appropriate 
information (on both the end item and on major subcontracted components) from 
other agencies or contracting activities responsible for acquiring similar items. Each 
agency or contracting activity receiving such a request shall furnish the information 
requested. The contracting officer, early in a negotiation of a contract, or in 
connection with the review of a subcontract, shall request the contractor to furnish 
information as to the contractor’s or subcontractor’s previous Government contracts 
and subcontracts for the same or similar end items and major subcontractor 
components. 

5.406  Public disclosure of justification and approval documents for noncompetitive 
contracts. 
Justifications for other than full and open competition must be posted in accordance 
with 6.305. 

Subpart 5.5 Paid Advertisements 
5.501  Definitions. 
As used in this subpart? 

“Advertisement” means any single message prepared for placement in communication 
media, regardless of the number of placements. 

“Publication” means? 

(1) The placement of an advertisement in a newspaper, magazine, trade or 
professional journal, or any other printed medium; or 

(2) The broadcasting of an advertisement over radio or television. 

5.502  Authority. 
(a) Newspapers. Authority to approve the publication of paid advertisemen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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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apers is vested in the head of each agency (44 U.S.C. 3702). This approval 
authority may be delegated (5 U.S.C. 302(b)). Contracting officers shall obtain written 
authorization in accordance with policy procedures before advertising in newspapers. 

(b) Other media. Unless the agency head determines otherwise, advance written 
authorization is not required to place advertisements in media other than newspapers. 

5.503  Procedures. 
(a) General. 

(1) Orders for paid advertisements may be placed directly with the media or through 
an advertising agency. Contracting officers shall give small, small disadvantaged, 
women-owned, veteran-owned, HUBZone, and service-disabled veteran-owned small 
business concerns maximum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se acquisitions. 

(2)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se the SF 1449 for paper solicitations. The SF 
1449 shall be used to make awards or place orders unless the award/order is made 
by using electronic commerce or by using the Governmentwide commercial purchase 
card for micropurchases. 

(b) Rates. Advertisements may be paid for at rates not over the commercial rates 
charged private individuals, with the usual discounts (44 U.S.C. 3703). 

(c) Proof of advertising. Every invoice for advertising shall be accompanied by a 
copy of the advertisement or an affidavit of publication furnished by the publisher, 
radio or television station, or advertising agency concerned (44 U.S.C. 3703). Paying 
offices shall retain the proof of advertising until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settles the paying office’s account. 

(d) Payment. Upon receipt of an invoice supported by proof of advertising,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attach a copy of the written authority (see 5.502(a)) and 
submit the invoice for payment under agency procedures. 

5.504  Use of advertising agencies. 
(a) General. Basic ordering agreements may be placed with advertising agencies for 
assistance in producing and placing advertisements when a significant number will be 
placed in several publications and in national media. Services of advertising agenci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counseling as to selection of the media for placement 
of the advertisement, contacting the media in the interest of the Government, placing 
orders, selecting and ordering typography, copywriting, and preparing rough layouts. 

(b) Use of commission-paying media. The services of advertising agencies in placing 
advertising with media often can be obtained at no cost to the Government, over and 
above the space cost, as many media give advertising agencies a commission or 
discount on the space cost that is not given to the Government. 

(c) Use of noncommission-paying media. Some media do not grant advertising 
agencies a commission or discount, meaning the Government can obtain the same 
rate as the advertising agency. If the advertising agency agrees to place 
advertisements in noncommission-paying media as a no-cost service, the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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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ing agreement shall so provide. If the advertising agency will not agree to 
place advertisements at no cost, the agreement shall? 

(1) Provide that the Government may place orders directly with the media; or 

(2) Specify an amount that the Government will pay if the agency places the orders. 

(d) Art work, supplies, and incidentals. The basic ordering agreement also may 
provide for the furnishing by the advertising agency of art work, supplies, and 
incidentals, including brochures and pamphlets, but not their printing. “Incidentals” 
may include telephone calls, telegrams, and postage incurred by the advertising 
agency on behalf of the Government. 

Subpart 5.6 Publicizing Multi-Agency Use Contracts 
5.601  Governmentwide database of contracts. 
(a) A Governmentwide database of contracts and other procurement instruments 
intended for use by multiple agencies is available via the Internet at 
www.contractdirectory.gov. This searchable database is a tool that may be used to 
identify existing contracts and other procurement instruments that may be used to 
fulfill Government needs. 

(b) The contracting activity shall? 

(1) Enter the information specified at www.contractdirectory.gov,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n that web site, within ten days of award of a Governmentwide 
acquisition contract (GWAC), multi-agency contract, Federal Supply Schedule 
contract, or any other procurement instrument intended for use by multiple agencies, 
including blanket purchase agreements (BPAs) under Federal Supply Schedule 
contracts. 

(2) Enter the information specified at www.contractdirectory.gov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n that web site by October 31, 2003, for all contracts and other 
procurement instruments intended for use by multiple agencies that were awarded 
before July 24, 2003. 

Subpart 5.7 Publicizing Requirements Under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5.701  Scope. 
This subpart prescribes posting requirements for presolicitation and award notices 
for actions funded in whole or in part by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Pub. L. 111-5) (Recovery Act). The requirements of this subpart 
enhance transparency to the public. 

5.702  Applicability. 
This subpart applies to all actions expected to exceed $25,000 funded in whole or in 
part by the Recovery Act. Unlike subparts 5.2 and 5.3, this subpart includes 
additional requirements for orders and for actions that are not both fixed-price and 
competitive. 

5.703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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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of Contract Action Rationale Required 

(1)
A contract is competitively awarded 

and is fixed-price
Not Required

As used in this subpart? 

“Task or delivery order contract” means a “delivery order contract,” and a “task 
order contract,” as defined in 16.501-1. For example, it includes Governmentwide 
Acquisition Contracts (GWACs), multi-agency contracts (MACs), and other 
indefinite-delivery/indefinite-quantity contracts, whether single award or multiple 
award. It also includes Federal Supply Schedule contracts (including Blanket 
Purchase Agreements under Subpart 8.4). 

5.704  Publicizing-preaward. 
(a) 

(1) Follow the publication procedures at 5.201. 

(2) In addition, notices of proposed contract actions are required for orders of 
$25,000 or more, funded in whole or in part by the Recovery Act, which are issued 
under task or delivery order contracts. These notices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therefore, 5.203 does not apply. Contracting officers should concurrently use 
their usual solicitation practice (e.g., e-Buy). 

(b) Contracting officers shall use the instructions at the Governmentwide Point of 
Entry (GPE) (https://www.fedbizopps.gov) to identify proposed contract actions 
funded in whole or in part by the Recovery Act. 

(c) Ensure that the description required by 5.207(a)(16) includes a narrative of the 
products and services (including construction) that is clear and unambiguous to the 
general public. 
5.705  Publicizing-post-award. 
Follow usual publication procedures at 5.301, except that the following supersede the 
exceptions at 5.301(b)(3) through (8): 

(a) For any contract action exceeding $500,000, including all modifications and 
orders under task or delivery order contracts, publicize the award notice and ensure 
that the description required by 5.207(a)(16) includes a narrative of the products and 
services (including construction) that is clear and unambiguous to the general public. 

(b) Regardless of dollar value, if the contract action, including all modifications and 
orders under task or delivery order contracts, is not both fixed-price and 
competitively awarded, publicize the award notice and include in the description the 
rationale for using other than a fixed-priced and/or competitive approach. These 
notices and the rationale will be available to the public at the GPE, so do not 
include any proprietary information or information that would compromise national 
security. The following table provides examples for when a rationale is required. 

Posting of Rationale -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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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contract is awarded that is not 

fixed-price.
Required

(3)
A contract is awarded without 

competition. 
Required

(4)
An order is issued under a new or 

existing single award IDIQ contract. 

Required if order is made under a 

contract described in (2) or (3). 

(5)
An order is issued under a new or 

existing multiple award IDIQ contract.

Required if one or both of the 

following conditions exist: 

(i) The order is not fixed-price. 

(ii) The order is awarded pursuant to 

an exception to the competition 

requirements applicable to the 

underlying vehicle (e.g., award is made 

pursuant to an exception to the fair 

opportunity process)

(6)
A modification is issued. 

Required if modification is made— 

(i) To a contract described in (2) or 

(3) above; or 

(ii) To an order requiring posting as 

described in (4) or (5) above.

(7)

A contract or order is awarded 

pursuant to a small business 

contracting authority (e.g., SBA’s 

section 8(a) program). 

Required if one or both of the 

following conditions exist: 

(i) the contract or order is not 

fixed-price; 

(ii) the contract or order was not 

awarded using competition (e.g., a 

non-competitive 8(a) award).

(c) Contracting officers shall use the instructions at the Governmentwide Point of 
Entry (GPE) (https://www.fedbizopps.gov) to identify actions funded in whole or in 
part by the Recover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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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8 Required Sources of Supplies and Services

8.000  Scope of part. 
This part deals with the acquisition of supplies and services from or through 
Government supply sources. 

8.001  General. 
Regardless of the source of supplies or services to be acquired, information 
technology acquisitions shall comply with capital planning and investment control 
requirements in 40 U.S.C. 11312 and OMB Circular A-130. 

8.002  Priorities for use of Government supply sources. 
(a) Except as required by 8.003, or as otherwise provided by law, agencies shall 
satisfy requirements for supplies and services from or through the sources and 
publications listed below in descending order of priority— 

(1) Supplies. 

(i) Agency inventories; 

(ii) Excess from other agencies (see Subpart 8.1); 

(iii) Federal Prison Industries, Inc. (see Subpart 8.6); 

(iv) Supplies which are on the Procurement List maintained by the Committee for 
Purchase From People Who Are Blind or Severely Disabled (see Subpart 8.7); 

(v) Wholesale supply sources, such as stock programs of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see 41 CFR 101-26.3), the Defense Logistics Agency (see 41 
CFR 101-26.6),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see 41 CFR 101-26.704), and 
military inventory control points; 

(vi) Mandatory Federal Supply Schedules (see Subpart 8.4); 

(vii) Optional use Federal Supply Schedules (see Subpart 8.4); and 

(viii) Commercial sources (including educational and nonprofit institutions). 

(2) Services. 

(i) Services which are on the Procurement List maintained by the Committee for 
Purchase From People Who Are Blind or Severely Disabled (see Subpart 8.7); 

(ii) Mandatory Federal Supply Schedules (see Subpart 8.4); 

(iii) Optional use Federal Supply Schedules (see Subpart 8.4); and 

(iv) Federal Prison Industries, Inc. (see Subpart 8.6), or commercial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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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educational and nonprofit institutions). 

(b) Sources other than those listed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may be used as 
prescribed in 41 CFR 101-26.301 and in an unusual and compelling urgency as 
prescribed in 6.302-2 and in 41 CFR 101-25.101-5. 

(c) The statutory obligation for Government agencies to satisfy their requirements 
for supplies or services available from the Committee for Purchase From People 
Who Are Blind or Severely Disabled also applies when contractors purchase the 
supplies or services for Government use. 

8.003  Use of other Government supply sources. 
Agencies shall satisfy requirements for the following supplies or services from or 
through specified sources, as applicable: 

(a) Public utility services (see Part 41); 

(b) Printing and related supplies (see Subpart 8.8); 

(c) Leased motor vehicles (see Subpart 8.11); 

(d) Strategic and critical materials (e.g., metals and ores) from inventories exceeding 
Defense National Stockpile requirements (detailed information is available from the— 

Defense National Stockpile Center
8725 John J. Kingman Rd., Suite 3229
Fort Belvoir, VA 22060-6223; and 

(e) Helium (see Subpart 8.5—Acquisition of Helium). 

8.004  Contract clause. 
Insert the clause at 52.208-9, Contractor Use of Mandatory Sources of Supply and 
Services,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that require a contractor to provide supplies 
or services for Government use that are on the Procurement List maintained by the 
Committee for Purchase From People Who Are Blind or Severely Disabled.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dentify in the contract schedule the supplies or services 
that shall be purchased from a mandatory source and the specific source. 

Subpart 8.1—Excess Personal Property 
8.101  [Reserved] 
8.102  Policy. 
When practicable, agencies must use excess personal property as the first source of 
supply for agency and cost-reimbursement contractor requirements. Agency 
personnel must make positive efforts to satisfy agency requirements by obtaining and 
using excess personal property (including that suitable for adaptation or substitution) 
before initiating a contract action. 

8.103  Information on available excess personal property. 
Information regarding the availability of excess personal property can be obtained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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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excess personal property catalogs and bulletins issued by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b) Personal contact with GSA or the activity holding the property; 

(c) Submission of supply requirements to the regional offices of GSA (GSA Form 
1539, Request for Excess Personal Property, is available for this purpose); and 

(d) Examination and inspection of reports and samples of excess personal property 
in GSA regional offices. 

8.104  Obtaining nonreportable property. 
GSA will assist agencies in meeting their requirements for supplies of the types 
excepted from reporting as excess by the Federal Management Regulations (41 CFR 
102-36.90). Federal agencies requiring such supplies should contact the appropriate 
GSA regional office. 

Subpart 8.2—[Reserved]
Subpart 8.3—[Reserved]

Subpart 8.4—Federal Supply Schedules 
8.401  Definitions. 
As used in this subpart— 

“Ordering activity” means an activity that is authorized to place orders, or establish 
blanket purchase agreements (BPA), against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s 
(GSA) Multiple Award Schedule contracts. A list of eligible ordering activities is 
available at http://www.gsa.gov/schedules (click “For Customers Ordering from 
Schedules” and then “Eligibility to Use GSA Sources”). 

“Multiple Award Schedule (MAS)” means contracts awarded by GSA or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for similar or comparable supplies, or services, 
established with more than one supplier, at varying prices. The primary statutory 
authorities for the MAS program are Title III of the 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 of 1949 (41 U.S.C. 251, et seq.) and Title 40 U.S.C. 
501, Services for Executive Agencies. 

“Requiring agency” means the agency needing the supplies or services. 

“Schedules e-Library” means the on-line source for GSA and VA Federal Supply 
Schedule contract award information. Schedules e-Library may be accessed at 
http://www.gsa.gov/elibrary. 

“Special Item Number (SIN)” means a group of generically similar (but not identical) 
supplies or services that are intended to serve the same general purpose or 
function. 

8.402  General. 
(a) The Federal Supply Schedule program is also known as the GSA Sche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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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or the Multiple Award Schedule Program. The Federal Supply Schedule 
program is directed and managed by GSA and provides Federal agencies (see 8.002) 
with a simplified process for obtaining commercial supplies and services at prices 
associated with volume buying. Indefinite delivery contracts are awarded to provide 
supplies and services at stated prices for given periods of time. GSA may delegate 
certain responsibilities to other agencies (e.g., GSA has delegated authority to the 
VA to procure medical supplies under the VA Federal Supply Schedules program). 
Orders issued under the VA Federal Supply Schedule program are covered by this 
subpart. Additionally, the Department of Defense (DoD) manages similar systems of 
schedule-type contracting for military items; however, DoD systems are not covered 
by this subpart. 

(b) GSA schedule contracts require all schedule contractors to publish an “Authorized 
Federal Supply Schedule Pricelist” (pricelist). The pricelist contains all supplies and 
services offered by a schedule contractor. In addition, each pricelist contains the 
pricing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pertaining to each Special Item Number that is 
on schedule. The schedule contractor is required to provide one copy of its pricelist 
to any ordering activity upon request. Also, a copy of the pricelist may be obtained 
from the Federal Supply Service by submitting a written e-mail request to 
schedules.infocenter@gsa.gov or by telephone at 1-800-488-3111. This subpart, 
together with the pricelists, contain necessary information for placing delivery or 
task orders with schedule contractors. In addition, the GSA schedule contracting 
office issues Federal Supply Schedules publications that contain a general overview 
of the Federal Supply Schedule (FSS) program and address pertinent topics. Ordering 
activities may request copies of schedules publications by contacting the Centralized 
Mailing List Service through the Internet at http://www.gsa.gov/cmls, submitting 
written e-mail requests to CMLS@gsa.gov; or by completing GSA Form 457, FSS 
Publications Mailing List Application, and mailing it to the GSA Centralized Mailing 
List Service (7SM), P.O. Box 6477, Fort Worth, TX 76115. Copies of GSA Form 457 
may also be obtained from the above-referenced points of contact. 

(c)(1) GSA offers an on-line shopping service called “GSA Advantage!” through 
which ordering activities may place orders against Schedules. (Ordering activities 
may also use GSA Advantage! to place orders through GSA’s Global Supply System, 
a GSA wholesale supply source, formerly known as “GSA Stock” or the “Customer 
Supply Center.” FAR Subpart 8.4 is not applicable to orders placed through the GSA 
Global Supply System.) Ordering activities may access GSA Advantage! through the 
GSA Federal Supply Service Home Page (http://www.gsa.gov/fss) or the GSA Federal 
Supply Schedule Home Page at http://www.gsa.gov/schedules. 

(2) GSA Advantage! enables ordering activities to search specific information (i.e., 
national stock number, part number, common name), review delivery options, place 
orders directly with Schedule contractors (except see 8.405-6) and pay for orders 
using the Governmentwide commercial purchase card. 

(d) “e-Buy,” GSA’s electronic Request for Quotation (RFQ) system, is a part of a 
suite of on-line tools which complement GSA Advantage!. E-Buy allows ordering 
activities to post requirements, obtain quotes, and issue orders electronically. 
Ordering activities shall post an RFQ to e-Buy when an order contains brand name 
specifications (see 8.405-6). Ordering activities may access e-Buy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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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buy.gsa.gov. For more information or assistance on either GSA 
Advantage! or e-Buy, contact GSA at Internet e-mail address 
gsa.advantage@gsa.gov. 

(e) For more information or assistance regarding the Federal Supply Schedule 
Program, review the following website: http://www.gsa.gov/schedules. Additionally, 
for on-line training courses regarding the Schedules Program, review the following 
website: http://fsstraining.gsa.gov. 

(f)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 ordering activity contracting officer may add 
items not on the Federal Supply Schedule (also referred to as open market items) to 
a Federal Supply Schedule blanket purchase agreement (BPA) or an individual task 
or delivery order only if— 

(1) All applicable acquisition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purchase of the items not 
on the Federal Supply Schedule have been followed (e.g., publicizing (Part 5), 
competition requirements (Part 6),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Part 12), 
contracting methods (Parts 13, 14, and 15), and small business programs (Part 19)); 

(2) The ordering activity contracting officer has determined the price for the items 
not on the Federal Supply Schedule is fair and reasonable; 

(3) The items are clearly labeled on the order as items not on the Federal Supply 
Schedule; and 

(4) All clauses applicable to items not on the Federal Supply Schedule are included 
in the order. 

(g) When using the Governmentwide commercial purchase card as a method of 
payment, orders at or below the micro-purchase threshold are exempt from 
verification in the Central Contractor Registration (CCR) database as to whether the 
contractor has a delinquent debt subject to collection under the Treasury Offset 
Program (TOP). 

8.403  Applicability. 
(a) Procedures in this subpart apply to— 

(1) Individual orders for supplies or services placed against Federal Supply 
Schedules contracts; and 

(2) BPAs established against Federal Supply Schedule contracts. 

(b) GSA may establish special ordering procedures for a particular schedule. In this 
case, that schedule will specify those special ordering procedures. Unless otherwise 
noted, special ordering procedures established for a Federal Supply Schedule take 
precedence over the procedures in 8.405. 

(c) In accordance with section 1427(b) of Public Law 108-136, for requirements that 
substantially or to a dominant extent specify performance of architect-engineer 
services (as defined in 2.101),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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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all use the procedures at Subpart 36.6; and 

(2) Shall not place orders for such requirements under a Federal Supply Schedule. 

8.404  Use of Federal Supply Schedules. 
(a) General. Parts 13 (except 13.303-2(c)(3)), 14, 15, and 19 (except for the 
requirement at 19.202-1(e)(1)(iii)) do not apply to BPAs or orders placed against 
Federal Supply Schedules contracts (but see 8.405-5). BPAs and orders placed 
against a MAS, using the procedures in this subpart, are considered to be issued 
using full and open competition (see 6.102(d)(3)). Therefore, when establishing a 
BPA (as authorized by 13.303-2(c)(3)), or placing orders under Federal Supply 
Schedule contracts using the procedures of 8.405, ordering activities shall not seek 
competition outside of the Federal Supply Schedules or synopsize the requirement; 
but see paragraph (e) for orders (including orders issued under BPAs) funded in 
whole or in part by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Pub. L. 
111-5). 

(b) The contracting officer, when placing an order or establishing a BPA, is 
responsible for applying the regulatory and statutory requirements applicable to the 
agency for which the order is placed or the BPA is established. The requiring 
agency shall provide the information on the applicable regulatory and statutory 
requirements to the contracting officer responsible for placing the order. 

(c) Acquisition planning. Orders placed under a Federal Supply Schedule contract— 

(1) Are not exempt from the development of acquisition plans (see Subpart 7.1), and 
an information technology acquisition strategy (see Part 39); 

(2) Must comply with all FAR requirements for a bundled contract when the order 
meets the definition of “bundled contract” (see 2.101(b)); and 

(3) Must, whether placed by the requiring agency, or on behalf of the requiring 
agency, be consistent with the requiring agency’s statutory and regulatory 
requirements applicable to the acquisition of the supply or service. 

(d) Pricing. Supplies offered on the schedule are listed at fixed prices. Services 
offered on the schedule are priced either at hourly rates, or at a fixed price for 
performance of a specific task (e.g.,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GSA has 
already determined the prices of supplies and fixed-price services, and rates for 
services offered at hourly rates, under schedule contracts to be fair and reasonable. 
Therefore, ordering activities are not required to make a separate determination of 
fair and reasonable pricing, except for a price evaluation as required by 8.405-2(d). 
By placing an order against a schedule contract using the procedures in 8.405, the 
ordering activity has concluded that the order represents the best value (as defined 
in FAR 2.101) and results in the lowest overall cost alternative (considering price, 
special features, administrative costs, etc.) to meet the Government’s needs. 
Although GSA has already negotiated fair and reasonable pricing, ordering activities 
may seek additional discounts before placing an order (see 8.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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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ublicizing contract actions funded in whole or in part by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Pub. L. 111-5): 

(1) Notices of proposed MAS orders (including orders issued under BPAs) that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exceeding $25,000 shall follow the procedures in 
5.704 for posting orders. 

(2) Award notices for MAS orders (including orders issued under BPAs) shall follow 
the procedures in 5.705. 

8.405  Ordering procedures for Federal Supply Schedules. 
Ordering activities shall use the ordering procedures of this section when placing an 
order or establishing a BPA for supplies or services. The procedures in this section 
apply to all schedules. 

8.405-1  Ordering procedures for supplies, and services not requiring a statement of 
work. 
(a) Ordering activities shall use the procedures of this subsection when ordering 
supplies and services that are listed in the schedules contracts at a fixed price for 
the performance of a specific task, where a statement of work is not required (e.g.,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b) Orders at or below the micro-purchase threshold. Ordering activities may place 
orders at, or below, the micro-purchase threshold with any Federal Supply Schedule 
contractor that can meet the agency’s needs. Although not required to solicit from a 
specific number of schedule contractors, ordering activities should attempt to 
distribute orders among contractors. 

(c) Orders exceeding the micro-purchase threshold but not exceeding the maximum 
order threshold. 

(1) Ordering activities shall place orders with the schedule contractor that can 
provide the supply or service that represents the best value. Before placing an 
order, an ordering activity shall consider reasonably available information about the 
supply or service offered under MAS contracts by surveying at least three schedule 
contractors through the GSA Advantage! on-line shopping service, or by reviewing 
the catalogs or pricelists of at least three schedule contractors (see 8.405-5). 

(2) When an order contains brand name specification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post the Request for Quote (RFQ) along with the justification or documentation as 
required by 8.405-6. 

(3) In addition to price, when determining best value, the ordering activity may 
consider, among other factors, the following: 

(i) Past performance. 

(ii) Special features of the supply or service required for effective program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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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rade-in considerations. 

(iv) Probable life of the item selected as compared with that of a comparable item. 

(v) Warranty considerations. 

(vi) Maintenance availability. 

(vii) Environmental and energy efficiency considerations. 

(viii) Delivery terms. 

(d) Orders exceeding the maximum order threshold. Each schedule contract has a 
maximum order threshold established on a SIN-by-SIN basis. Although a price 
reduction may be sought at any time, this threshold represents the point where, 
given the dollar value of the potential order, the ordering activity shall seek a price 
reduction. In addition to following the procedures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and 
before placing an order that exceeds the maximum order threshold or establishing a 
BPA (see 8.405-3), ordering activities shall— 

(1) Review (except see (c)(2) of this subsection) the pricelists of additional schedule 
contractors (the GSA Advantage! on-line shopping service can be used to facilitate 
this review); 

(2) Based upon the initial evaluation, seek price reductions from the schedule 
contractor(s) considered to offer the best value (see 8.404(d)); and 

(3) After seeking price reductions (see 8.405-4), place the order with the schedule 
contractor that provides the best value. If further price reductions are not offered, 
an order may still be placed. 

(e) Minimum documentation. The ordering activity shall document— 

(1) The schedule contracts considered, noting the contractor from which the supply 
or service was purchased; 

(2) A description of the supply or service purchased; and 

(3) The amount paid. 

8.405-2  Ordering procedures for services requiring a statement of work. 
(a) General. Ordering activities shall use the procedures in this subsection when 
ordering services priced at hourly rates as established by the schedule contracts. 
The applicable services will be identified in the Federal Supply Schedule publications 
and the contractor’s pricelists. 

(b) Statements of Work (SOWs). All Statements of Work shall include the work to be 
performed; location of work; period of performance; deliverable schedule; applicable 
performance standards; and any special requirements (e.g., security clearances, 
travel, special knowledge).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agency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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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be performance-based statements (see Subpart 37.6). 

(c) Request for Quotation procedures. The ordering activity must provide the Request 
for Quotation (RFQ), which includes the statement of work and evaluation criteria 
(e.g., experience and past performance), to schedule contractors that offer services 
that will meet the agency’s needs. The RFQ may be posted to GSA’s electronic RFQ 
system, e-Buy (see 8.402(d)). 

(1) Orders at, or below, the micro-purchase threshold. Ordering activities may place 
orders at, or below, the micro-purchase threshold with any Federal Supply Schedule 
contractor that can meet the agency’s needs. The ordering activity should attempt to 
distribute orders among contractors. 

(2) For orders exceeding the micro-purchase thres-hold, but not exceeding the 
maximum order threshold. 

(i) The ordering activity shall develop a statement of work, in accordance with 
8.405-2(b). 

(ii) The ordering activity shall provide the RFQ (including the statement of work and 
evaluation criteria) to at least three schedule contractors that offer services that will 
meet the agency’s needs. 

(iii) The ordering activity should request that contractors submit firm-fixed prices to 
perform the services identified in the statement of work. 

(3) For proposed orders exceeding the maximum order threshold or when 
establishing a BPA. In addition to meeting the requirements of 8.405-2(c)(2), the 
ordering activity shall— 

(i) Provide the RFQ (including the statement of work and evaluation criteria) to 
additional schedule contractors that offer services that will meet the needs of the 
ordering activity. When determining the appropriate number of additional schedule 
contractors, the ordering activity may consider, among other factors, the following: 

(A) The complexity, scope and estimated value of the requirement. 

(B) The market search results. 

(ii) Seek price reductions. 

(4) The ordering activity shall provide the RFQ (including the statement of work and 
the evaluation criteria) to any schedule contractor who requests a copy of it. 

(d) Evaluation. The ordering activity shall evaluate all responses received using the 
evaluation criteria provided to the schedule contractors. The ordering activity is 
responsible for considering the level of effort and the mix of labor proposed to 
perform a specific task being ordered, and for determining that the total price is 
reasonable. Place the order, or establish the BPA, with the schedule contractor that 
represents the best value (see 8.404(d)). After award, ordering activities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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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timely notification to unsuccessful offerors. If an unsuccessful offeror 
requests information on an award that was based on factors other than price alone, 
a brief explanation of the basis for the award decision shall be provided. 

(e) Minimum documentation. The ordering activity shall document— 

(1) The schedule contracts considered, noting the contractor from which the service 
was purchased; 

(2) A description of the service purchased; 

(3) The amount paid; 

(4) The evaluation methodology used in selecting the contractor to receive the 
order; 

(5) The rationale for any tradeoffs in making the selection; 

(6) The price reasonableness determination required by paragraph (d) of this 
subsection; and 

(7) The rationale for using other than— 

(i) A firm-fixed price order; or 

(ii) A performance-based order. 

8.405-3  Blanket purchase agreements (BPAs). 
(a)(1) Establishment. Ordering activities may establish BPAs under any schedule 
contract to fill repetitive needs for supplies or services. BPAs may be established 
with one or more schedule contractors. The number of BPAs to be established is 
within the discretion of the ordering activity establishing the BPAs and should be 
based on a strategy that is expected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BPA(s). In 
determining how many BPAs to establish, consider— 

(i) The scope and complexity of the requirement(s); 

(ii) The need to periodically compare multiple technical approaches or prices; 

(iii) The administrative costs of BPAs; and 

(iv) The technical qualifications of the schedule contractor(s). 

(2) Establishment of a single BPA, or multiple BPAs, shall be made using the same 
procedures outlined in 8.405-1 or 8.405-2. BPAs shall address the frequency of 
ordering, invoicing, discounts, requirements (e.g. estimated quantities, work to be 
performed), delivery locations, and time. 

(3) When establishing multiple BPAs, the ordering activity shall specify the 
procedures for placing orders under the B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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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stablishment of a multi-agency BPA against a Federal Supply Schedule contract 
is permitted if the multi-agency BPA identifies the participating agencies and their 
estimated requirements at the time the BPA is established. 

(b) Ordering from BPAs— 

(1) Single BPA. If the ordering activity establishes one BPA, authorized users may 
place the order directly under the established BPA when the need for the supply or 
service arises. 

(2) Multiple BPAs. If the ordering activity establishes multiple BPAs, before placing 
an order exceeding the micro-purchase threshold, the ordering activity shall— 

(i) Forward the requirement, or statement of work and the evaluation criteria, to an 
appropriate number of BPA holders, as established in the BPA ordering procedures; 
and 

(ii) Evaluate the responses received, make a best value determination (see 8.404(d)), 
and place the order with the BPA holder that represents the best value. 

(3) BPAs for hourly rate services. If the BPA is for hourly rate services, the 
ordering activity shall develop a statement of work for requirements covered by the 
BPA. All orders under the BPA shall specify a price for the performance of the 
tasks identified in the statement of work. 

(c) Duration of BPAs. BPAs generally should not exceed five years in length, but 
may do so to meet program requirements. Contractors may be awarded BPAs that 
extend beyond the current term of their GSA Schedule contract, so long as there 
are option periods in their GSA Schedule contract that, if exercised, will cover the 
BPA’s period of performance. 

(d) Review of BPAs. 

(1) The ordering activity that established the BPA shall review it at least once a 
year to determine whether— 

(i) The schedule contract, upon which the BPA was established, is still in effect; 

(ii) The BPA still represents the best value (see 8.404(d)); and 

(iii) Estimated quantities/amounts have been exceeded and additional price reductions 
can be obtained. 

(2) The ordering activity shall document the results of its review. 

8.405-4  Price reductions. 
In addition to seeking price reductions before placing an order exceeding the 
maximum order threshold (see 8.405-1(d)), or in conjunction with the annual BPA 
review, there may be other reasons to request a price reduction. For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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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ing activities should seek a price reduction when the supply or service is 
available elsewhere at a lower price, or when establishing a BPA to fill recurring 
requirements. The potential volume of orders under BPAs, regardless of the size of 
individual orders, offers the opportunity to secure greater discounts. Schedule 
contractors are not required to pass on to all schedule users a price reduction 
extended only to an individual ordering activity for a specific order. 

8.405-5  Small business. 
(a) Although the mandatory preference programs of Part 19 do not apply, orders 
placed against schedule contracts may be credited toward the ordering activity’s 
small business goals. For purposes of reporting an order placed with a small 
business schedule contractor, an ordering agency may only take credit if the 
awardee meets a size standard that corresponds to the work performed. Ordering 
activities should rely on the small business representations made by schedule 
contractors at the contract level. 

(b) Ordering activities may consider socio-economic status when identifying 
contractor(s) for consideration or competition for award of an order or BPA. At a 
minimum, ordering activities should consider, if available, at least one small business, 
veteran-owned small business, service disabled veteran-owned small business, 
HUBZone small business, women-owned small business, or small disadvantaged 
business schedule contractor(s). GSA Advantage! and Schedules e-Library at 
http://www.gsa.gov/fss contain information on the small business representations of 
Schedule contractors. 

(c) For orders exceeding the micro-purchase threshold, ordering activities should 
give preference to the items of small business concerns when two or more items at 
the same delivered price will satisfy the requirement. 

8.405-6  Limited sources justification and approval. 
(a) Orders placed under Federal Supply Schedules are exempt from the requirements 
in Part 6. However, an ordering activity must justify its action when restricting 
consideration— 

(1) Of schedule contractors to fewer than required in 8.405-1 or 8.405-2; or 

(2) To an item peculiar to one manufacturer (e.g., a particular brand name, product, 
or a feature of a product, peculiar to one manufacturer). A brand name item, 
whether available on one or more schedule contracts, is an item peculiar to one 
manufacturer. Brand name specifications shall not be used unless the particular brand 
name, product, or feature is essential to the Government’s requirements, and market 
research indicates other companies’ similar products, or products lacking the 
particular feature, do not meet, or cannot be modified to meet, the agency’s needs. 

(b) Circumstances that may justify restriction cited in paragraph (a)(1) of this 
subsection include— 

(1) Only one source is capable of responding due to the unique or specialized nature 
of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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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new work is a logical follow-on to an original Federal Supply Schedule 
order provided that the original order was plac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Federal Supply Schedule ordering procedures. The original order must not have been 
previously issued under sole source or limited source procedures; 

(3) An urgent and compelling need exists, and following the ordering procedures 
would result in unacceptable delays. 

(c) Ordering activities shall procure such requirements only if the need to do so is 
justified in writing and approved at the levels specified in paragraphs (f) and (h) of 
this subsection. 

(d)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e) of this subsection, when an order contains 
brand name specifications, the ordering activity shall post the following information 
along with the Request for Quotation (RFQ) to e-Buy (http://www.ebuy.gsa.gov): 

(1) For proposed orders exceeding $25,000, but not exceeding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the documentation required by paragraph (f) of this subsection. 

(2) For proposed orders exceeding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the 
justification required by paragraph (g) of this subsection. 

(e) The posting requirement of paragraph (d) of this subsection does not apply when
— 

(1) Disclosure would compromise the national security (e.g., would result in 
disclosure of classified information) or create other security risks. The fact that 
access to classified matter may be necessary to submit a proposal or perform the 
contract does not, in itself, justify use of this exception; 

(2) The nature of the file (e.g., size, format) does not make it cost-effective or 
practicable for contracting officers to provide access through e-Buy; or 

(3) The agency’s senior procurement executive makes a written determination that 
access through e-Buy is not in the Government’s interest. 

(f) Orders exceeding the micro-purchase threshold, but not exceeding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as defined in 2.101. For proposed orders exceeding the 
micro-purchase threshold, but not exceeding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the 
ordering activity contracting officer shall document the circumstances when 
restricting consideration. 

(g) Orders exceeding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1) For proposed orders exceeding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the requiring 
activity shall assist the ordering activity contracting officer in the preparation of the 
justification. The justification shall cite that the acquisition is conduct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Multiple Award Schedule Program (see 8.401). 

(2) As a minimum, each justificatio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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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dentification of the agency and the contracting activity, and specific identification 
of the document as a “Limited Source Justification.” 

(ii) Nature and/or description of the action being approved. 

(iii) A description of the supplies or services required to meet the agency’s needs 
(including the estimated value). 

(iv) Identification of the justification rationale (see 8.405-6(a) and (b)) and, if 
applicable, a demonstration of the proposed contractor’s unique qualifications to 
provide the required supply or service. 

(v) A determination by the ordering activity contracting officer that the order 
represents the best value consistent with 8.404(d). 

(vi) A description of the market research conducted among schedule holders and the 
results or a statement of the reason market research was not conducted. 

(vii) Any other facts supporting the justification. 

(viii) A statement of the actions, if any, the agency may take to remove or 
overcome any barriers that led to the restricted consideration before any subsequent 
acquisition for the supplies or services is made. 

(ix) The ordering activity contracting officer’s certification that the justification is 
accurate and complete to the best of the contracting officer’s knowledge and belief. 

(x) Evidence that any supporting data that is the responsibility of technical or 
requirements personnel (e.g., verifying the Government’s minimum needs or 
requirements or other rationale for limited sources) and which form a basis for the 
justification have been certified as complete and accurate by the technical or 
requirements personnel. 

(h) Justification approvals. 

(1) For proposed orders exceeding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but not 
exceeding $550,000, the ordering activity contracting officer’s certification that the 
justification is accurate and complete to the best of the ordering activity contracting 
officer’s knowledge and belief will serve as approval, unless a higher approval level 
i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gency procedures. 

(2) For a proposed order exceeding $550,000, but not exceeding $11.5 million, the 
justification must be approved by the competition advocate of the activity placing the 
order, or by an official named in paragraph (h)(3) or (h)(4) of this subsection. This 
authority is not delegable. 

(3) For a proposed order exceeding $11.5 million, but not exceeding $57 million (or, 
for DoD, NASA, and the Coast Guard, not exceeding $78.5 million), the justification 
must be approv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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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e head of the procuring activity placing the order; 

(ii) A designee who— 

(A) If a member of the armed forces, is a general or flag officer; 

(B) If a civilian, is serving in a position in a grade above GS-15 under the General 
Schedule (or in a comparable or higher position under another schedule); or 

(iii) An official named in paragraph (h)(4) of this subsection. 

(4) For a proposed order exceeding $57 million (or, for DoD, NASA, and the Coast 
Guard, over $78.5 million), the justification must be approved by the senior 
procurement executive of the agency placing the order. This authority is not 
delegable, except in the cas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Acquisition, 
Technology, and Logistics, acting as the senior procurement executive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 

8.405-7  Payment. 
Agencies may make payments for oral or written orders by any authorized means, 
including the Governmentwide commercial purchase card (but see 32.1108(b)(2)). 

8.406  Ordering activity responsibilities. 
8.406-1  Order placement. 
Ordering activities may place orders orally (except for services requiring a statement 
of work (SOW) or orders containing brand name specifications that exceed $25,000) 
or use Optional Form 347, an agency-prescribed form, or an established electronic 
communications format to order supplies or services from schedule contracts. The 
ordering activity shall place an order directly with the contractor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ricelists (see 8.402(b)). Prior to placement of the 
order, the ordering activity shall ensure that the regulatory and statutory 
requirements of the requiring agency have been applied. Order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addition to any information required by the schedule 
contract: 

(a) Complete shipping and billing addresses. 

(b) Contract number and date. 

(c) Agency order number. 

(d) F.o.b. delivery point; i.e., origin or destination. 

(e) Discount terms. 

(f) Delivery time or period of performance. 

(g) Special item number or national stock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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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A statement of work for services, when required, or a brief, complete description 
of each item (when ordering by model number, features and options such as color, 
finish,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if available, must be specified). 

(i) Quantity and any variation in quantity. 

(j) Number of units. 

(k) Unit price. 

(l) Total price of order. 

(m) Points of inspection and acceptance. 

(n) Other pertinent data; e.g., delivery instructions or receiving hours and 
size-of-truck limitation. 

(o) Marking requirements. 

(p) Level of preservation, packaging, and packing. 

8.406-2  Inspection and acceptance. 
(a) Supplies. 

(1) Consignees shall inspect supplies at destination except when— 

(i) The schedule contract indicates that mandatory source inspection is required by 
the schedule contracting agency; or 

(ii) A schedule item is covered by a product description, and the ordering activity 
determines that the schedule contracting agency’s inspection assistance is needed 
(based on the ordering volume, the complexity of the supplies, or the past 
performance of the supplier). 

(2) When the schedule contracting agency performs the inspection, the ordering 
activity will provide two copies of the order specifying source inspection to the 
schedule contracting agency. The schedule contracting agency will notify the 
ordering activity of acceptance or rejection of the supplies. 

(3) Material inspected at source by the schedule contracting agency, and determined 
to conform with the product description of the schedule, shall not be reinspected for 
the same purpose. The consignee shall limit inspection to kind, count, and condition 
on receipt. 

(4)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schedule contract, acceptance is conclusive, 
except as regards latent defects, fraud, or such gross mistakes as amount to fraud. 

(b) Services. The ordering activity has the right to inspect all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requirements and as called for by the order. The ordering activity 
shall perform inspections and tests as specified in the order’s quality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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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illance plan in a manner that will not unduly delay the work. 

8.406-3  Remedies for nonconformance. 
(a) If a contractor delivers a supply or service, but it does not conform to the order 
requirements, the ordering activity shall take appropriate 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spection and acceptance clause of the contract, as supplemented by the order. 

(b) If the contractor fails to perform an order, or take appropriate corrective action, 
the ordering activity may terminate the order for cause or modify the order to 
establish a new delivery date (after obtaining consideration, as appropriate). Ordering 
activities shall follow the procedures at 8.406-4 when terminating an order for 
cause. 

8.406-4  Termination for cause. 
(a)(1) An ordering activity contracting officer may terminate individual orders for 
cause. Termination for cause shall comply with FAR 12.403, and may include 
charging the contractor with excess costs resulting from repurchase. 

(2) The schedule contracting office shall be notified of all instances where an 
ordering activity contracting officer has terminated for cause an individual order to a 
Federal Supply Schedule contractor, or if fraud is suspected. 

(b) If the contractor asserts that the failure was excusable, the ordering activity 
contracting officer shall follow the procedures at 8.406-6, as appropriate. 

(c) If the contractor is charged excess costs, the following apply: 

(1) Any repurchase shall be made at as low a price as reasonable, considering the 
quality required by the Government, delivery requirement, and administrative 
expenses. Copies of all repurchase orders, except the copy furnished to the 
contractor or any other commercial concern, shall include the notation: 

Repurchase against the account of __________ [insert contractor's name] under Order 
__________ [insert number] under Contract __________ [insert number]. 

(2) When excess costs are anticipated, the ordering activity may withhold funds due 
the contractor as offset security. Ordering activities shall minimize excess costs to 
be charged against the contractor and collect or set-off any excess costs owed. 

(3) If an ordering activity is unable to collect excess repurchase costs, it shall notify 
the schedule contracting office after final payment to the contractor. 

(i) The notice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bout the terminated order: 

(A) Name and address of the contractor. 

(B) Schedule, contract, and order number. 

(C) National stock or special item number(s), and a brief description of th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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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ost of schedule items involved. 

(E) Excess costs to be collected. 

(F) Other pertinent data. 

(ii) The notice shall also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bout the purchase 
contract: 

(A) Name and address of the contractor. 

(B) Item repurchase cost. 

(C) Repurchase order number and date of payment. 

(D) Contract number, if any. 

(E) Other pertinent data. 

(d) Only the schedule contracting officer may modify the contract to terminate for 
cause any, or all, supplies or services covered by the schedule contract. If the 
schedule contracting officer has terminated any supplies or services covered by the 
schedule contract, no further orders may be placed for those items. Orders placed 
prior to termination for cause shall be fulfilled by the contractor, unless terminated 
for the convenience of the Government by the ordering activity contracting officer. 

8.406-5  Termination for the Government’s convenience. 
(a) An ordering activity contracting officer may terminate individual orders for the 
Government’s convenience. Terminations for the Government’s convenience shall 
comply with FAR 12.403. 

(b) Before terminating orders for the Government’s convenience, the ordering activity 
contracting officer shall endeavor to enter into a “no cost” settlement agreement 
with the contractor. 

(c) Only the schedule contracting officer may modify the schedule contract to 
terminate any, or all, supplies or services covered by the schedule contract for the 
Government’s convenience. 

8.406-6  Disputes. 
(a) Disputes pertaining to the performance of orders under a schedule contract. 

(1) Under the Disputes clause of the schedule contract, the ordering activity 
contracting officer may— 

(i) Issue final decisions on disputes arising from performance of the order (but see 
paragraph (b) of this section); or 

(ii) Refer the dispute to the schedule contracting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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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ordering activity contracting officer shall notify the schedule contracting 
officer promptly of any final decision. 

(b) Disputes pertain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chedule contracts. The 
ordering activity contracting officer shall refer all disputes that relate to the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to the schedule contracting officer for resolution under the 
Disputes clause of the contract and notify the schedule contractor of the referral. 

(c) Appeals. Contractors may appeal final decisions to either the Board of Contract 
Appeals servicing the agency that issued the final decision or the U.S. Court of 
Federal Claims. 

(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us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procedures,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see 33.204 
and 33.214). 

8.406-7  Contractor Performance Evaluation. 
Ordering activities must prepare an evaluation of contractor performance for each 
order that exceeds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in accordance with 42.150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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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9 Contractor Qualifications

9.000  Scope of part. 
This part prescribes policies, standards, and procedures pertaining to prospective 
contractors’ responsibility; debarment, suspension, and ineligibility; qualified products; 
first article testing and approval; contractor team arrangements; defense production 
pool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pools; and organizational conflicts of interest. 

Subpart 9.1—Responsible Prospective Contractors 
9.100  Scope of subpart. 
This subpart prescribes policies,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determining whether 
prospective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re responsible. 

9.101  Definitions. 
“Administrative proceeding” means a non-judicial process that is adjudicatory in 
nature in order to make a determination of fault or liability (e.g.,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dministrative Proceedings, Civilian Board of Contract Appeals 
Proceedings, and Armed Services Board of Contract Appeals Proceedings). This 
includes administrative proceedings at the Federal and state level but only in 
connections with performance of a Federal contract or grant. It does not include 
agency actions such as contract audits, site visits, corrective plans, or inspection of 
deliverables. 

“Surveying activity,” as used in this subpart, means the cognizant contract 
administration office or, if there is no such office, another organization designated by 
the agency to conduct preaward surveys. 

9.102  Applicability. 
(a) This subpart applies to all proposed contracts with any prospective contractor 
that is located— 

(1) In the United States or its outlying areas; or 

(2) Elsewhere, unless application of the subpart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laws 
or customs where the contractor is located. 

(b) This subpart does not apply to proposed contracts with— 

(1) Foreign, State, or local governments; 

(2) Other U.S. Government agencies or their instrumentalities; or 

(3) Agencies for the blind or other severely handicapped (see Subpart 8.7). 

9.103  Policy. 
(a) Purchases shall be made from, and contracts shall be awarded to, responsible 
prospective contractor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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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 purchase or award shall be made unless the contracting officer makes an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responsibility. In the absence of information clearly 
indicating that the prospective contractor is responsibl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make a determination of nonresponsibility. If the prospective contractor is a small 
business concer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comply with Subpart 19.6, Certificates 
of Competency and Determinations of Responsibility. (If Section 8(a) of the Small 
Business Act (15 U.S.C. 637) applies, see Subpart 19.8.) 

(c) The award of a contract to a supplier based on lowest evaluated price alone can 
be false economy if there is subsequent default, late deliveries, or other 
unsatisfactory performance resulting in additional contractual or administrative costs. 
While it is important that Government purchases be made at the lowest price, this 
does not require an award to a supplier solely because that supplier submits the 
lowest offer. A prospective contractor must affirmatively demonstrate its 
responsibility, including, when necessary, the responsibility of its proposed 
subcontractors. 

9.104  Standards. 
9.104-1  General standards. 
To be determined responsible, a prospective contractor must— 

(a) Have adequate financial resources to perform the contract, or the ability to 
obtain them (see 9.104-3(a)); 

(b) Be able to comply with the required or proposed delivery or performance 
schedule, taking into consideration all existing commercial and governmental business 
commitments; 

(c) Have a satisfactory performance record (see 9.104-3(b) and Subpart 42.15). A 
prospective contractor shall not be determined responsible or nonresponsible solely 
on the basis of a lack of relevant performance history, except as provided in 
9.104-2; 

(d) Have a satisfactory record of integrity and business ethics (for example, see 
Subpart 42.15). 

(e) Have the necessary organization, experience, accounting and operational controls, 
and technical skills, or the ability to obtain them (including, as appropriate, such 
elements as production control procedures, property control systems, quality 
assurance measures, and safety programs applicable to materials to be produced or 
services to be performed by the prospective contractor and subcontractors). (See 
9.104-3(a).) 

(f) Have the necessary production, construction, and technical equipment and 
facilities, or the ability to obtain them (see 9.104-3(a)); and 

(g) Be otherwise qualified and eligible to receive an award under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see also inverted domestic corporation prohibition at FAR 9.108). 

9.104-2  Speci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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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hen it is necessary for a particular acquisition or class of acquisition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develop, with the assistance of appropriate specialists, 
special standards of responsibility. Special standards may be particularly desirable 
when experience has demonstrated that unusual expertise or specialized facilities are 
needed for adequate contract performance. The special standards shall be set forth 
in the solicitation (and so identified) and shall apply to all offerors. 

(b) Contracting officers shall award contracts for subsistence only to those 
prospective contractors that meet the general standards in 9.104-1 and are approved 
in accordance with agency sanit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9.104-3  Application of standards. 
(a) Ability to obtain resources. Except to the extent that a prospective contractor 
has sufficient resources or proposes to perform the contract by subcontracting,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require acceptable evidence of the prospective contractor’s 
ability to obtain required resources (see 9.104-1(a), (e), and (f)). Acceptable 
evidence normally consists of a commitment or explicit arrangement, that will be in 
existence at the time of contract award, to rent, purchase, or otherwise acquire the 
needed facilities, equipment, other resources, or personnel. Consideration of a prime 
contractor’s compliance with limitations on subcontracting shall take into account the 
time period covered by the contract base period or quantities plus option periods or 
quantities, if such options are considered when evaluating offers for award. 

(b) Satisfactory performance record. A prospective contractor that is or recently has 
been seriously deficient in contract performance shall be presumed to be 
nonresponsible, unless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the circumstances were 
properly beyond the contractor’s control, or that the contractor has taken appropriate 
corrective action. Past failure to apply sufficient tenacity and perseverance to 
perform acceptably is strong evidence of nonresponsibility. Failure to meet the 
quality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is a significant factor to consider in determining 
satisfactory performanc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consider the number of 
contracts involved and the extent of deficient performance in each contract when 
making this determination. If the pending contract requires a subcontracting plan 
pursuant to Subpart 19.7, The Small Business Subcontracting Program,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also consider the prospective contractor’s compliance with 
subcontracting plans under recent contracts. 

(c) Affiliated concerns. Affiliated concerns (see “Concern” in 19.001 and “Affiliates” 
in 19.101) are normally considered separate entities in determining whether the 
concern that is to perform the contract meets the applicable standards for 
responsibility. However,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consider the affiliate’s past 
performance and integrity when they may adversely affect the prospective 
contractor’s responsibility. 

(d)(1) Small business concerns. Upon making a determination of nonresponsibility 
with regard to a small business concer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refer the 
matter to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which will decide whether to issue a 
Certificate of Competency (see subpart 19.6). 

(2) A small business that is unable to comply with the limitations on subcontr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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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52.219-14 may be considered nonresponsible. 

9.104-4  Subcontractor responsibility. 
(a) Generally, prospective prime contractors are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ir prospective subcontractors (but see 9.405 and 9.405-2 
regarding debarred, ineligible, or suspended firms). Determinations of prospective 
subcontractor responsibility may affect the Government’s determination of the 
prospective prime contractor’s responsibility. A prospective contractor may be 
required to provide written evidence of a proposed subcontractor’s responsibility. 

(b) When it is in the Government’s interest to do so, the contracting officer may 
directly determine a prospective subcontractor’s responsibility (e.g., when the 
prospective contract involves medical supplies, urgent requirements, or substantial 
subcontracting). In this case, the same standards used to determine a prime 
contractor’s responsibility shall be used by the Government to determine 
subcontractor responsibility. 

9.104-5  Certification regarding responsibility matters. 
(a) When an offeror provides an affirmative response in paragraph (a)(1) of the 
provision at 52.209-5, Certification Regarding Responsibility Matters, or paragraph 
(h) of provision 52.212-3,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1) Promptly, upon receipt of offers, request such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offeror as the offeror deems necessary in order to demonstrate the offeror’s 
responsibility to the contracting officer (but see 9.405); and 

(2) Notify, prior to proceeding with award, in accordance with agency procedures 
(see 9.406-3(a) and 9.407-3(a)), the agency official responsible for initiating 
debarment or suspension action, where an offeror indicates the existence of an 
indictment, charge, conviction, or civil judgment, or Federal tax delinquency in an 
amount that exceeds $3,000. 

(b) Offerors who do not furnish the certification or such information as may be 
requested by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remedy the 
deficiency. Failure to furnish the certification or such information may render the 
offeror nonresponsible. 

9.104-6  Federal Awardee Performance and Integrity Information System. 
(a) Before awarding a contract in excess of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review the Federal Awardee Performance and Integrity 
Information System (FAPIIS), (available at www.ppirs.gov, then select FAPIIS). 

(b)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consider all the information in FAPIIS and other past 
performance information (see subpart 42.15) when making a responsibility 
determination. For source selection evaluations of past performance, see 
15.305(a)(2). Contracting officers shall use sound judgment in determining the weight 
and relevanc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FAPIIS and how it relates to the 
present acquisition. Since FAPIIS may contain information on any of the offeror’s 
previous contracts and information covering a five-year period, some of that 
information may not be relevant to a determination of present responsibility, e.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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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administrative action such as debarment or suspension that has expired or 
otherwise been resolved, or information relating to contracts for completely different 
products or services. 

(c) If the contracting officer obtains relevant information from FAPIIS regarding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in connection with the award or 
performance of a Government contract; terminations for default or cause; 
determinations of nonresponsibility because the contractor does not have a 
satisfactory performance record or a satisfactory record of integrity and business 
ethics; or comparable information relating to a grant,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nless the contractor has already been debarred or suspended— 

(1) Promptly request such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offeror as the offeror 
deems necessary in order to demonstrate the offeror’s responsibility to the 
contracting officer (but see 9.405); and 

(2) Notify, prior to proceeding with award,in accordance with agency procedures 
(see 9.406-3(a) and 9.407-3(a)), the agency official responsible for initiating 
debarment or suspension action, if the information appears appropriate for the 
official’s consideration. 

(d)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document the contract file for each contract in 
excess of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to indicate how the information in 
FAPIIS was considered in any responsibility determination, as well as the action that 
was taken as a result of the information. A contracting officer who makes a 
nonresponsibility determination is required to document that information in FAPIIS in 
accordance with 9.105-2 (b)(2). 

9.104-7  Solicitation provisions and contract clauses. 
(a)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provision at 52.209-5, Certification 
Regarding Responsibility Matters, in solicitations where the contract value is 
expected to exceed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b)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provision at 52.209-7,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ility Matters, in solicitations where the resultant contract value is 
expected to exceed $500,000. 

(c)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09-8, Updates of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ility Matters— 

(1) In solicitations where the resultant contract value is expected to exceed 
$500,000; and 

(2) In contracts in which the offeror checked “has” in paragraph (b) of the provision 
52.209-7. 

9.105  Procedures. 
9.105-1  Obtaining information. 
(a) Before making a determination of responsibility,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possess or obtain information sufficient to be satisfied that a prospective 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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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meets the applicable standards in 9.104. 

(b)(1) Generally,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obtain information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of prospective contractors, including requesting preaward surveys when 
necessary (see 9.106), promptly after a bid opening or receipt of offers. However, in 
negotiated contracting, especially when research and development is involved, the 
contracting officer may obtain this information before issuing the request for 
proposals. Requests for information shall ordinarily be limited to information 
concerning— 

(i) The low bidder; or 

(ii) Those offerors in range for award. 

(2) Preaward surveys shall be managed and conducted by the surveying activity. 

(i) If the surveying activity is a contract administration office— 

(A) That office shall advise the contracting officer on prospective contractors’ 
financial competence and credit needs; and 

(B) The administrative contracting officer shall obtain from the auditor any 
information required concerning the adequacy of prospective contractors’ accounting 
systems and these systems’ suitability for use in administering the proposed type of 
contract. 

(ii) If the surveying activity is not a contract administration offic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obtain from the auditor any information required concerning prospective 
contractors’ financial competence and credit needs, the adequacy of their accounting 
systems, and these systems’ suitability for use in administering the proposed type of 
contract. 

(3) Information on financial resources and performance capability shall be obtained or 
updated on as current a basis as is feasible up to the date of award. 

(c) In making the determination of responsibility,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consider information in FAPIIS (see 9.104-6), including information that is linked to 
FAPIIS such as from the Excluded Parties List System (EPLS) and the Past 
Performance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PPIRS), and any other relevant past 
performance information (see 9.104-1(c) and subpart Subpart 42.15). In addi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use the following sources of information to support such 
determinations: 

(1) Records and experience data, including verifiable knowledge of personnel within 
the contracting office, audit offices, contract administration offices, and other 
contracting offices. 

(2) The prospective contractor-including bid or proposal information (including the 
certification at 52.209-5 or 52.212-3(h) (see 9.104-5)), questionnaire replies, 
financial data, information on production equipment, and personne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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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rcial sources of supplier information of a type offered to buyers in the 
private sector. 

(4) Preaward survey reports (see 9.106). 

(5) Other sources such as publications; suppliers, subcontractors, and customers of 
the prospective contractor; financial institutions; Government agencies; and business 
and trade associations. 

(d) Contracting offices and cognizant contract administration offices that become 
aware of circumstances casting doubt on a contractor’s ability to perform contracts 
successfully shall promptly exchange relevant information. 

9.105-2  Determinations and documentation. 
(a) Determinations. 

(1) The contracting officer’s signing of a contract constitutes a determination that 
the prospective contractor is responsible with respect to that contract. When an 
offer on which an award would otherwise be made is rejected because the 
prospective contractor is found to be nonresponsibl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make, sign, and place in the contract file a determination of nonresponsibility, which 
shall state the basis for the determination. 

(2) If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a responsive small business lacks 
certain elements of responsibility,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comply with the 
procedures in Subpart 19.6. When a Certificate of Competency is issued for a small 
business concern (see Subpart 19.6),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accept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 decision to issue a Certificate of Competency and award 
the contract to the concern. 

(b) Support documentation. 

(1) Documents and reports supporting a determination of responsibility or 
nonresponsibility, including any preaward survey reports, the use of FAPIIS 
information (see 9.104-6), and any applicable Certificate of Competency, must be 
included in the contract file. 

(2)(i)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document the determination of nonresponsibility in 
FAPIIS (available at www.cpars.csd.disa.mil, then select FAPIIS) if— 

(A) The contract is valued at more than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B) The determination of nonresponsibility is based on lack of satisfactory 
performance record or satisfactory record of integrity and business ethics; and 

(C)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does not issue a Certificate of Competency. 

(ii) The contracting officer is responsible for the timely submission, within 3 working 
days, and sufficiency of the documentation regarding the non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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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9.105-3  Disclosure of preaward information. 
(a) Except as provided in Subpart 24.2, Freedom of Information Act, information 
(including the preaward survey report) accumulated for purposes of determining the 
responsibility of a prospective contractor shall not be released or disclosed outside 
the Government. 

(b) The contracting officer may discuss preaward survey information with the 
prospective contractor before determining responsibility. After award, the contracting 
officer or, if it is appropriate, the head of the surveying activity or a designee may 
discuss the findings of the preaward survey with the company surveyed. 

(c) Preaward survey information may contain proprietary or source selection 
information and should be marked with the appropriate legend and protected 
accordingly (see 3.104-4). 

9.106  Preaward surveys. 
9.106-1  Conditions for preaward surveys. 
(a) A preaward survey is normally required only when the information on hand or 
readily available to the contracting officer, including information from commercial 
sources, is not sufficient to make a determination regarding responsibility. In 
addition, if the contemplated contract will have a fixed price at or below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or will involve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see Part 12),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not request a preaward survey unless 
circumstances justify its cost. 

(b) When a cognizant contract administration office becomes aware of a prospective 
award to a contractor about which unfavorable information exists and no preaward 
survey has been requested, it shall promptly obtain and transmit details to the 
contracting officer. 

(c) Before beginning a preaward survey, the surveying activity shall ascertain 
whether the prospective contractor is debarred, suspended, or ineligible (see Subpart 
9.4). If the prospective contractor is debarred, suspended, or ineligible, the surveying 
activity shall advise the contracting officer promptly and not proceed with the 
preaward survey unless specifically requested to do so by the contracting officer. 

9.106-2  Requests for preaward surveys. 
The contracting officer’s request to the surveying activity (Preaward Survey of 
Prospective Contractor (General), SF 1403) shall— 

(a) Identify additional factors about which information is needed; 

(b) Include the complete solicitation package (unless it has previously been 
furnished), and any information indicating prior unsatisfactory performance by the 
prospective contractor; 

(c) State whether the contracting office will participate in th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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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pecify the date by which the report is required. This date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scope of the survey requested and normally shall allow at least 7 working 
days to conduct the survey; and 

(e) When appropriate, limit the scope of the survey. 

9.106-3  Interagency preaward surveys. 
When the contracting office and the surveying activity are in different agencies, the 
procedures of this section 9.106 and Subpart 42.1 shall be followed along with the 
regulations of the agency in which the surveying activity is located, except that 
reasonable special requests by the contracting office shall be accommodated. 

9.106-4  Reports. 
(a) The surveying activity shall complete the applicable parts of SF 1403, Preaward 
Survey of Prospective Contractor (General); SF 1404, Preaward Survey of 
Prospective Contractor—Technical; SF 1405, Preaward Survey of Prospective 
Contractor—Production; SF 1406, Preaward Survey of Prospective Contractor—
Quality Assurance; SF 1407, Preaward Survey of Prospective Contractor—Financial 
Capability; and SF 1408, Preaward Survey of Prospective Contractor—Accounting 
System; and provide a narrative discussion sufficient to support both the evaluation 
ratings and the recommendations. 

(b) When the contractor surveyed is a small business that has received preferential 
treatment on an ongoing contract under Section 8(a) of the Small Business Act (15 
U.S.C. 637) or has received a Certificate of Competency during the last 12 months, 
the surveying activity shall consult the appropriat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field office before making an affirmative recommendation regarding the contractor’s 
responsibility or nonresponsibility. 

(c) When a preaward survey discloses previous unsatisfactory performance, the 
surveying activity shall specify the extent to which the prospective contractor plans, 
or has taken, corrective action. Lack of evidence that past failure to meet 
contractual requirements was the prospective contractor’s fault does not necessarily 
indicate satisfactory performance. The narrative shall report any persistent pattern of 
need for costly and burdensome Government assistance (e.g., engineering, inspection, 
or testing) provided in the Government’s interest but not contractually required. 

(d) When the surveying activity possesses information that supports a 
recommendation of complete award without an on-site survey and no special areas 
for investigation have been requested, the surveying activity may provide a 
short-form preaward survey report. The short-form report shall consist solely of the 
Preaward Survey of Prospective Contractor (General), SF 1403. Sections III and IV 
of this form shall be completed and block 21 shall be checked to show that the 
report is a short-form preaward report. 

9.107  Surveys of nonprofit agencies participating in the AbilityOne Program under 
the Javits-Wagner-O’Day Act. 
(a) The Committee for Purchase From People Who Are Blind or Severely Disabled 
(Committee), as authorized by 41 U.S.C. 46-48c, determines what supplies and 
services Federal agencies are required to purchase from AbilityOne particip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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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profit agencies serving people who are blind or have other severe disabilities 
(see Subpart 8.7). The Committee is required to find an AbilityOne participating 
nonprofit agency capable of furnishing the supplies or services before the nonprofit 
agency can be designated as a mandatory source under the AbilityOne Program. The 
Committee may request a contracting office to assist in assessing the capabilities of 
a nonprofit agency. 

(b) The contracting office, upon request from the Committee, shall request a 
capability survey from the activity responsible for performing preaward surveys, or 
notify the Committee that the AbilityOne participating nonprofit agency is capable, 
with supporting rationale, and that the survey is waived. The capability survey will 
focus on the technical and production capabilities and applicable preaward survey 
elements to furnish specific supplies or services being considered for addition to the 
Procurement List. 

(c) The contracting office shall use the Standard Form 1403 to request a capability 
survey of organizations employing people who are blind or have other severe 
disabilities. 

(d) The contracting office shall furnish a copy of the completed survey, or notice 
that the AbilityOne participating nonprofit agency is capable and the survey is 
waived, to the Executive Director, Committee for Purchase From People Who Are 
Blind or Severely Disabled. 

9.108  Prohibition on contracting with inverted domestic corporations. 
9.108-1  Definition. 
“Inverted domestic corporation,” as used in this section, means a foreign 
incorporated entity which is treated as an inverted domestic corporation under 6 
U.S.C. 395(b), i.e., a corporation that used to be incorporated in the United States, 
or used to be a partnership in the United States, but now is incorporated in a 
foreign country, or is a subsidiary whose parent corporation is incorporated in a 
foreign country, that meets the criteria specified in 6 U.S.C. 395(b),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definitions of 6 U.S.C. 395(c). 

9.108-2  Relationship with the Internal Revenue Code and Treasury regulations. 
(a) Inverted domestic corporations are covered not only in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tatute at 6 U.S.C. 395, but also are similarly covered in the 
Internal Revenue Code at 26 U.S.C. 7874. A foreign corporation is treated as an 
inverted domestic corporation for U.S. Federal income tax purposes, rather than as a 
foreign corporation, if— 

(1) At least 80 percent (80%) of the stock is now held by former shareholders of 
the domestic corporation or partners of the domestic partnership; and 

(2) The foreign entity plus companies connected to it by 50 percent (50%) or more 
ownership do not have substantial business activities in the foreign country. 

(b) A foreign corporation that is treated as an inverted domestic corporation for U.S. 
Federal income tax purposes, is also treated as one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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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foreign entity that escapes the tax consequence of 26 U.S.C. 7874 only 
because the inversion transactions were completed on or before the March 4, 2003, 
date in section 7874, is nevertheless treated as an inverted domestic corporation for 
purposes of 6 U.S.C. 395 (which does not have a limiting date) and therefore also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9.108-3  Prohibition. 
(a) Section 743 of Division D of the FY 2009 Omnibus Appropriations Act (Public 
Law 111-8) prohibits the use of 2009 appropriated funds for contracting with any 
foreign incorporated entity that is treated as an inverted domestic corporation, or 
with a subsidiary of such a corporation. The same restriction was also contained in 
the Fiscal Year 2006 through 2008 appropriations acts. In order to be eligible for 
contract award when using Fiscal Year 2006 through Fiscal Year 2009 funds, an 
offeror must represent that it is not an inverted domestic corporation or subsidiary. 
Any offeror that cannot so represent is ineligible for award of a contract using such 
appropriated funds. 

(b) Contracting officers should rigorously examine circumstances known to them that 
would lead a reasonable business person to question the contractor self-certification 
and, after consultation with legal counsel, take appropriate action where that 
questionable self-certification cannot be verified. 

9.108-4  Waiver. 
Any agency head may waive the requirement of subsection 9.108-3 for a specific 
contract if the agency head determines in writing that the waiver is required in the 
interest of national security, documents the determination, and reports it to the 
Congress. 

9.108-5  Solicitation provision. 
When using funds appropriated in Fiscal Year 2006 through Fiscal Year 2009,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clude the provision at 52.209-2, Prohibition on Contracting 
with Inverted Domestic Corporations-Representation, in each solicitation issued after 
July 1, 2009 for the acquisition of products or services (see FAR 52.212-3 for 
solicitations issued under Part 12 ), unless waived in accordance with FAR 9.108-4. 

Subpart 9.2—Qualifications Requirements 
9.200  Scope of subpart. 
This subpart implements 10 U.S.C. 2319 and 41 U.S.C.253c and prescribes policies 
and procedures regarding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the acquisitions that are 
subject to such requirements. 

9.201  Definitions. 
As used in this subpart— 

“Qualified bidders list (QBL)” means a list of bidders who have had their products 
examined and tested and who have satisfied all applicabl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that product or have otherwise satisfied all applicable qualification requirements. 

“Qualified manufacturers list (QML)” means a list of manufacturers who have had 
their products examined and tested and who have satisfied all applicable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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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for that product. 

9.202  Policy. 
(a)(1) The head of the agency or designee shall, before establishing a qualification 
requirement, prepare a written justification— 

(i) Stating the necessity for establishing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and specifying 
why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must be demonstrated before contract award; 

(ii) Estimating the likely costs for testing and evaluation which will be incurred by 
the potential offeror to become qualified; and 

(iii) Specifying all requirements that a potential offeror (or its product) must satisfy 
in order to become qualified. Only those requirements which are the least restrictive 
to meet the purposes necessita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shall be specified. 

(2) Upon request to the contracting activity, potential offerors shall be provided— 

(i) All requirements that they or their products must satisfy to become qualified; and 

(ii) At their expense (but see 9.204(a)(2) with regard to small businesses), a prompt 
opportunity to demonstrate their abilities to meet the standards specified for 
qualification using qualified personnel and facilities of the agency concerned, or of 
another agency obtained through interagency agreements or under contract, or other 
methods approved by the agency (including use of approved testing and evaluation 
services not provided under contract to the agency). 

(3) If the services in (a)(2)(ii) of this section are provided by contract, the 
contractors selected to provide testing and evaluation services shall be— 

(i) Those that are not expected to benefit from an absence of additional qualified 
sources; and 

(ii) Required by their contracts to adhere to any restriction on technical data 
asserted by the potential offeror seeking qualification. 

(4) A potential offeror seeking qualification shall be promptly informed as to whether 
qualification is attained and, in the event it is not, promptly furnished specific 
reasons why qualification was not attained. 

(b) When justified under the circumstances, the agency activity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a qualification requirement shall submit to the competition advocate for 
the procuring activity responsible for purchasing the item subject to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a determination that it is unreasonable to specify the standards for 
qualification which a prospective offeror (or its product) must satisfy. After 
considering any comments of the competition advocate reviewing the determination, 
the head of the procuring activity may waive the requirements of 9.202(a)(1)(ii) 
through (4) for up to 2 years with respect to the item subject to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A copy of the waiver shall be furnished to the head of the agency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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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official responsible for actions under 9.202(a)(1). The waiver authority provided 
in this paragraph does not apply with respect to qualification requirements contained 
in a QPL, QML, or QBL. 

(c) If a potential offeror can demonstrate to the satisfaction of the contracting officer 
that the potential offeror (or its product) meets the standards established for 
qualification or can meet them before the date specified for award of the contract, a 
potential offeror may not be denied the opportunity to submit and have considered 
an offer for a contract solely because the potential offeror— 

(1) Is not on a QPL, QML, or QBL maintained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DoD) 
or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or 

(2) Has not been identified as meeting a qualification requirement established after 
October 19, 1984, by DoD or NASA; or 

(3) Has not been identified as meeting a qualification requirement established by a 
civilian agency (not including NASA). 

(d) The procedures in Subpart 19.6 for referring matters to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are not mandatory on the contracting officer when the basis for a 
referral would involve a challenge by the offeror to either the validity of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or the offeror’s compliance with such requirement. 

(e) The contracting officer need not delay a proposed award in order to provide a 
potential offeror with an opportunity to demonstrate its ability to meet the standards 
specified for qualification. In addition, when approved by the head of an agency or 
designee, a procurement need not be delayed in order to comply with 9.202(a). 

(f) Within 7 years following enforcement of a QPL, QML, or QBL by DoD or NASA, 
or within 7 years after any qualification requirement was originally established by a 
civilian agency other than NASA,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shall be examined and 
revalid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9.202(a). For DoD and NASA, 
qualification requirements other than QPL’s, QML’s and QBL’s shall be examined and 
revalidated within 7 years after establishment of the requirement under 9.202(a). Any 
periods for which a waiver under 9.202(b) is in effect shall be excluded in 
computing the 7 years within which review and revalidation must occur. 

9.203  QPL’s, QML’s, and QBL’s. 
(a) Qualification and listing in a QPL, QML, or QBL is the process by which products 
are obtained from manufacturers or distributors, examined and tested for compliance 
with specification requirements, or manufacturers or potential offerors, are provided 
an opportunity to demonstrate their abilities to meet the standards specified for 
qualification. The names of successful products, manufacturers, or potential offerors 
are included on lists evidencing their status. Generally, qualification is performed in 
advance and independently of any specific acquisition action. After qualification, the 
products, manufacturers, or potential offerors are included in a Federal or Military 
QPL, QML, or QBL. (See 9.202(a)(2) with regard to any product, manufacturer, or 
potential offeror not yet included on an applicabl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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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pecifications requiring a qualified product are included in the following 
publications: 

(1) GSA Index of Federal Specifications, Standards and Commercial Item 
Descriptions, FPMR 101-29.1. 

(2) Department of Defense Acquisition Streamlining and Standardization Information 
System (ASSIST) at (http://assist.daps.dla.mil). 

(c) Instructions concerning qualification procedures are included in the following 
publications: 

(1) Federal Standardization Manual, FSPM-0001. 

(2) Defense Standardization Manual 4120.24-M, Appendix 2, as amended by Military 
Standards 961 and 962. 

(d) The publications listed in paragraphs (b) and (c) of this section are sold to the 
public. The publications in paragraphs (b)(1) and (c)(1) of this sec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addressee in 11.201(d)(1). The publications in paragraphs (b)(2) 
and (c)(2) of this sec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addressee in 11.201(d)(2). 

9.204  Responsibilities for establishment of a qualification requirement. 
The responsibilities of agency activities that establish qualification requirements 
include the following: 

(a) Arranging publicity for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If active competition on 
anticipated future qualification requirements is likely to be fewer than two 
manufacturers or the products of two manufacturers, the activity responsible for 
establishment of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must— 

(1) Periodically furnish through the Governmentwide point of entry (GPE) a notice 
seeking additional sources or products for qualification unless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such publication would compromise the national security. 

(2) Bear the cost of conducting the specified testing and evaluation (excluding the 
costs associated with producing the item or establishing the production, quality 
control, or other system to be tested and evaluated) for a small business concern or 
a product manufactured by a small business concern which has met the standards 
specified for qualification and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compete for a 
contract for that requirement. However, such costs may be borne only if it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gency procedures that such additional qualified 
sources or products are likely to result in cost savings from increased competition 
for future requirements sufficient to amortize the costs incurred by the agency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considering the duration and dollar value of 
anticipated future requirements. A prospective contractor requesting the United 
States to bear testing and evaluation costs must certify as to its status as a small 
business concern under Section 3 of the Small Business Act in order to receive 
further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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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Qualifying products that meet specification requirements. 

(c) Listing manufacturers and suppliers whose products are qualified in accordance 
with agency procedures. 

(d) Furnishing QPL’s, QML’s, or QBL’s or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themselves 
to prospective offerors and the public upon request (see 9.202(a)(2)(i)). 

(e) Clarifying, as necessary, qualification requirements. 

(f) In appropriate cases, when requested by the contracting officer, providing 
concurrence in a decision not to enforce a qualification requirement for a solicitation. 

(g) Withdrawing or omitting qualification of a listed product, manufacturer or offeror, 
as necessary. 

(h) Advising persons furnished any list of products, manufacturers or offerors 
meeting a qualification requirement and suppliers whose products are on any such 
list that— 

(1) The list does not constitute endorsement of the product, manufacturer, or other 
source by the Government; 

(2) The products or sources listed have been qualified under the latest applicable 
specification; 

(3) The list may be amended without notice; 

(4) The listing of a product or source does not release the supplier from compliance 
with the specification; and 

(5) Use of the list for advertising or publicity is permitted. However, it must not be 
stated or implied that a particular product or source is the only product or source of 
that type qualified, or that the Government in any way recommends or endorses the 
products or the sources listed. 

(i) Reexamining a qualified product or manufacturer when— 

(1) The manufacturer has modified its product, or changed the material or the 
processing sufficiently so that the validity of previous qualification is questionable; 

(2) The requirements in the specification have been amended or revised sufficiently 
to affect the character of the product; or 

(3) It is otherwise necessary to determine that the quality of the product is 
maintained in conformance with the specification. 

9.205  Opportunity for qualification before award. 
(a) If an agency determines that a qualification requirement is necessary, the agency 
activity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the requirement must urge manufactur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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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potential sources to demonstrate their ability to meet the standards specified 
for qualification and, when possible, give sufficient time to arrange for qualification 
before award. The responsible agency activity must, before establishing any 
qualification requirement, furnish notice through the GPE. The notice must include— 

(1) Intent to establish a qualification requirement; 

(2) The specification number and name of the product; 

(3)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ctivity to which a request for the information and 
opportunity described in 9.202(a)(2) should be submitted; 

(4) The anticipated date that the agency will begin awarding contracts subject to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5) A precautionary notice that when a product is submitted for qualification testing, 
the applicant must furnish any specific information that may be requested of the 
manufacturer before testing will begin; and 

(6) The approximate time period following submission of a product for qualification 
testing within which the applicant will be notified whether the product passed or 
failed the qualification testing (see 9.202(a)(4)). 

(b) The activity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a qualification requirement must keep 
any list maintained of those already qualified open for inclusion of additional 
products, manufacturers, or other potential sources. 

9.206  Acquisitions subject to qualification requirements. 
9.206-1  General. 
(a) Agencies may not enforce any QPL, QML, or QBL without first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9.202(a). However, qualification requirements themselves, 
whether or not previously embodied in a in a QPL, QML, or QBL, may be enforced 
without regard to 9.202(a) if they are in either of the following categories: 

(1) Any qualification requirement established by statute prior to October 30, 1984, 
for civilian agencies (not including NASA); or 

(2) Any qualification requirement established by statute or administrative action prior 
to October 19, 1984, for DoD or NASA. Qualification requirements established after 
the above dates must comply with 9.202(a) to be enforceable. 

(b) Except when the agency head or designee determines that an emergency exists, 
whenever an agency elects, whether before or after award, not to enforce a 
qualification requirement which it established, the requirement may not thereafter be 
enforced unless the agency complies with 9.202(a). 

(c) If a qualification requirement applies, the contracting officer need consider only 
those offers identified as meeting the requirement or included on the applicable QPL, 
QML, or QBL, unless an offeror can satisfactorily demonstrate to the contracting 
officer that it or its product or its subcontractor or its product can mee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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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established for qualification before the date specified for award. 

(d) If a product subject to a qualification requirement is to be acquired as a 
component of an end item,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ensure that all such 
components and their qualification requirements are properly identified in the 
solicitation since the product or source must meet the standards specified for 
qualification before award. 

(e) In acquisitions subject to qualification requirement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take the following steps: 

(1) Use presolicitation notices in appropriate cases to advise potential suppliers 
before issuing solicitations involving qualification requirements. The notices shall 
identify the specification containing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and establish an 
allowable time period, consistent with delivery requirements, for prospective offerors 
to demonstrate their abilities to meet the standards specified for qualification. The 
notice shall be publicized in accordance with 5.204. Whether or not a presolicitation 
notice is used, the general synopsizing requirements of Subpart 5.2 apply. 

(2) Distribute solicitations to prospective contractors whether or not they have been 
identified as meeting applicable qualification requirements. 

(3) When appropriate, request in accordance with agency procedures that a 
qualification requirement not be enforced in a particular acquisition and, if granted, 
so specify in the solicitation (see 9.206-1(b)). 

(4) Forward requests from potential suppliers for information on a qualification 
requirement to the agency activity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the requirement. 

(5) Allow the maximum time, consistent with delivery requirements, between issuing 
the solicitation and the contract award. As a minimum, contracting officers shall 
comply with the time frames specified in 5.203 when applicable. 

9.206-2  Contract claus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09-1, Qualification 
Requirements,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the acquisition is subject to a 
qualification requirement. 

9.206-3  Competition. 
(a) Presolicitation. If a qualification requirement applies to an acquisi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review the applicable QPL, QML, or QBL or other 
identification of those sources which have met the requirement before issuing a 
solicitation to ascertain whether the number of sources is adequate for competition. 
(See 9.204(a) for duties of the agency activity responsible for establishment of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If the number of sources is inadequat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request the agency activity which established the requirement to— 

(1) Indicate the anticipated date on which any sources presently undergoing 
evaluation will have demonstrated their abilities to meet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so that the solicitation could be rescheduled to allow as many additional source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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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to qualify; or 

(2) Indicate whether a means other than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is feasible for 
testing or demonstrating quality assurance. 

(b) Post solicita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submit to the agency activity which 
established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the names and addresses of concerns which 
expressed interest in the acquisition but are not included on the applicable QPL, 
QML, or QBL or identified as meeting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The activity will 
then assist interested concerns in meeting the standards specified for qualification 
(see 9.202(a)(2) and (4)). 

9.207  Changes in status regarding qualification requirements. 
(a)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promptly report to the agency activity which 
established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any conditions which may merit removal or 
omission from a QPL, QML, or QBL or affect whether a source should continue to 
be otherwise identified as meeting the requirement. These conditions exist when— 

(1) Products or services are submitted for inspection or acceptance that do not meet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2) Products or services were previously rejected and the defects were not 
corrected when submitted for inspection or acceptance; 

(3) A supplier fails to request reevaluation following change of location or ownership 
of the plant where the product which met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was 
manufactured (see the clause at 52.209-1, Qualification Requirements); 

(4) A manufacturer of a product which met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has 
discontinued manufacture of the product; 

(5) A source requests removal from a QPL, QML, or QBL; 

(6) A condition of meeting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was violated; e.g., 
advertising or publicity contrary to 9.204(h)(5); 

(7) A revised specification imposes a new qualification requirement; 

(8) Manufacturing or design changes have been incorporated in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9) The source is on the Excluded Parties List System (see Subpart 9.4); or 

(10) Performance of a contract subject to a qualification requirement is otherwise 
unsatisfactory. 

(b) After considering any of the above or other conditions reasonably related to 
whether a product or source continues to meet the standards specified for 
qualification, an agency may take appropriate action without advance notification. The 
agency shall, however, promptly notify the affected parties if a product or sourc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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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ed from a QPL, QML, or QBL, or will no longer be identified as meeting the 
standards specified for qualification. This notice shall contain specific information 
why the product or source no longer meets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Subpart 9.3—First Article Testing and Approval 
9.301  Definition. 
“Approval,” as used in this subpart, means the contracting officer’s written 
notification to the contractor accepting the test results of the first article. 

9.302  General. 
First article testing and approval (hereafter referred to as testing and approval) 
ensures that the contractor can furnish a product that conforms to all contract 
requirements for acceptance. Before requiring testing and approval,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consider the— 

(a) Impact on cost or time of delivery; 

(b) Risk to the Government of foregoing such test; and 

(c) Availability of other, less costly, methods of ensuring the desired quality. 

9.303  Use. 
Testing and approval may be appropriate when— 

(a) The contractor has not previously furnished the product to the Government; 

(b) The contractor previously furnished the product to the Government, but— 

(1) There have been subsequent changes in processes or specifications; 

(2) Production has been discontinued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or 

(3) The product acquired under a previous contract developed a problem during its 
life; 

(c) The product is described by a performance specification; or 

(d) It is essential to have an approved first article to serve as a manufacturing 
standard. 

9.304  Exceptions. 
Normally, testing and approval is not required in contracts for— 

(a) Research or development; 

(b) Products requiring qualification before award (e.g., when an applicable qualified 
products list exists (see Subpart 9.2)); 

(c) Products normally sold in the commercial marke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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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roducts covered by complete and detailed technical specifications, unless the 
requirements are so novel or exacting tha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products 
would meet the requirements without testing and approval. 

9.305  Risk. 
Before first article approval, the acquisition of materials or components, or 
commencement of production, is normally at the sole risk of the contractor. To 
minimize this risk,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provide sufficient time in the delivery 
schedule for acquisition of materials and components, and for production after receipt 
of first article approval. When Government requirements preclude this action, the 
contracting officer may, before approval of the first article, authorize the contractor 
to acquire specific materials or components or commence production to the extent 
essential to meet the delivery schedule (see Alternate II of the clause at 52.209-3, 
First Article Approval—Contractor Testing, and Alternate II of the clause at 
52.209-4, First Article Approval—Government Testing). Costs incurred based on this 
authorization are allocable to the contract for— 

(1) Progress payments; and 

(2) Termination settlements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for the convenience of the 
Government. 

9.306  Solicitation requirements. 
Solicitations containing a testing and approval requirement shall— 

(a) Provide, in the circumstance where the contractor is to be responsible for the 
first article approval testing— 

(1) The performance or other characteristics that the first article must meet for 
approval; 

(2) The detailed technical requirements for the tests that must be performed for 
approval; and 

(3) The necessary data that must be submitted to the Government in the first article 
approval test report; 

(b) Provide, in the circumstance where the Government is to be responsible for the 
first article approval testing— 

(1) The performance or other characteristics that the first article must meet for 
approval; and 

(2) The tests to which the first article will be subjected for approval; 

(c) Inform offerors that the requirement may be waived when supplies identical or 
similar to those called for have previously been delivered by the offeror and 
accepted by the Government (see 52.209-3(h) and 52.209-4(i)); 

(d) Permit the submission of alternative offers, one including testing and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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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other excluding testing and approval (if eligible under 9.306(c)); 

(e) State clearly the first article’s relationship to the contract quantity (see paragraph 
(e) of the clause at 52.209-3, First Article Approval—Contractor Testing, or 
52.209-4, First Article Approval—Government Testing); 

(f) Contain a delivery schedule for the production quantity (see 12.104). The delivery 
schedule may— 

(1) Be the same whether or not testing and approval is waived; or 

(2) Provide for earlier delivery when testing and approval is waived and the 
Government desires earlier delivery. In the latter case, any resulting difference in 
delivery schedules shall not be a factor in evaluation for award. The clause at 
52.209-4, First Article Approval—Government Testing, shall contain the delivery 
schedule for the first article; 

(g) Provide for the submission of contract numbers, if any, to document the offeror’s 
eligibility under 9.306(c); 

(h) State whether the approved first article will serve as a manufacturing standard; 
and 

(i) Include, when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first article testing, the 
Government’s estimated testing costs as a factor for use in evaluating offers (when 
appropriate). 

(j) Inform offerors that the prices for first articles and first article tests in relation 
to production quantities shall not be materially unbalanced (see 15.404-1(g)) if first 
article test items or tests are to be separately priced. 

9.307  Government administration procedures. 
(a) Before the contractor ships the first article, or the first article test report, to the 
Government laboratory or other activity responsible for approval at the address 
specified in the contract, the contract administration office shall provide that activity 
with as much advance notification as is feasible of the forthcoming shipment, and— 

(1) Advise that activity of the contractual requirements for testing and approval, or 
evaluation, as appropriate; 

(2) Call attention to the notice requirement in paragraph (b) of the clause at 
52.209-3, First Article Approval—Contractor Testing, or 52.209-4, First Article 
Approval—Government Testing; and 

(3) Request that the activity inform the contract administration office of the date 
when testing or evaluation will be completed. 

(b) The Government laboratory or other activity responsible for first article testing 
or evaluation shall inform the contracting office whether to approve, conditionally 
approve, or disapprove the first articl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then notif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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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or of the action taken and furnish a copy of the notice to the contract 
administration office. The notice shall include the first article shipment number, when 
available, and the applicable contract line item number. Any changes in the drawings, 
designs, or specifications determined by the contracting officer to be necessary shall 
be made under the Changes clause, and not by the notice of approval, conditional 
approval, or disapproval furnished the contractor. 

9.308  Contract clauses. 
9.308-1  Testing performed by the contractor. 
(a)(1)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09-3, First Article 
Approval—Contractor Testing,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 fixed-price 
contract is contemplated and it is intended that the contract require— 

(i) First article approval; and 

(ii) That the contractor be required to conduct the first article testing. 

(2) If it is intended that the contractor be required to produce the first article and 
the production quantity at the same facility,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 

(3) If it is necessary to authorize the contractor to purchase material or to 
commence production before first article approval,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I. 

(b)(1)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a clause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clause at 52.209-3, First Article Approval—Contractor Testing,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 cost-reimbursement contract is contemplated and it is intended that 
the contract require— 

(i) First article approval; and 

(ii) That the contractor be required to conduct the first article test. 

(2) If it is intended that the contractor be required to produce the first article and 
the production quantity at the same facility,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se a clause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clause at 52.209-3, First Article Approval—Contractor 
Testing, with its Alternate I. 

(3) If it is necessary to authorize the contractor to purchase material or to 
commence production before first article approval,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se a 
clause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clause at 52.209-3, First Article Approval—
Contractor Testing, with its Alternate II. 

9.308-2  Testing performed by the Government. 
(a)(1)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09-4, First Article 
Approval—Government Testing,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 fixed-price 
contract is contemplated and it is intended that the contract require first article 
approval and that the Government will be responsible for conducting the first artic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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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f it is intended that the contractor be required to produce the first article and 
the production quantity at the same facility,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se the 
basic clause with its Alternate I. 

(3) If it is necessary to authorize the contractor to purchase material or to 
commence production before first article approval,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se 
the basic clause with its Alternate II. 

(b)(1)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a clause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clause at 52.209-4, First Article Approval—Government Testing,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 cost-reimbursement contract is contemplated and it is intended that 
the contract require first article approval and that the Government be responsible for 
conducting the first article test. 

(2) If it is intended that the contractor be required to produce the first article and 
the production quantity at the same facility,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se a clause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clause at 52.209-4, First Article Approval—Government 
Testing, with its Alternate I. 

(3) If it is necessary to authorize the contractor to purchase material or to 
commence production before first article approval,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se a 
clause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clause at 52.209-4, First Article Approval—
Government Testing, with its Alternate II. 

Subpart 9.4—Debarment, Suspension, and Ineligibility 
9.400  Scope of subpart. 
(a) This subpart— 

(1) Prescribes polici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debarment and suspension of 
contractors by agencies for the causes given in 9.406-2 and 9.407-2; 

(2) Provides for the listing of contractors debarred, suspended, proposed for 
debarment, and declared ineligible (see the definition of “ineligible” in 2.101); and 

(3) Sets forth the consequences of this listing. 

(b) Although this subpart does cover the listing of ineligible contractors (9.404) and 
the effect of this listing (9.405(b)), it does not prescribe policies and procedures 
governing declarations of ineligibility. 

9.401  Applicability. 
In accordance with Public Law 103-355, Section 2455 (31 U.S.C. 6101, note), and 
Executive Order 12689, any debarment, suspension or other Governmentwide 
exclusion initiated under the Nonprocurement Common Rule implementing Executive 
Order 12549 on or after August 25, 1995, shall be recognized by and effective for 
Executive Branch agencies as a debarment or suspension under this subpart. 
Similarly, any debarment, suspension, proposed debarment or other Governmentwide 
exclusion initiated on or after August 25, 1995, under this subpart shall also be 
recognized by and effective for those agencies and participants as an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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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Nonprocurement Common Rule. 

9.402  Policy. 
(a) Agencies shall solicit offers from, award contracts to, and consent to 
subcontracts with responsible contractors only. Debarment and suspension are 
discretionary actions that, taken in accordance with this subpart, are appropriate 
means to effectuate this policy. 

(b) The serious nature of debarment and suspension requires that these sanctions be 
imposed only in the public interest for the Government’s protection and not for 
purposes of punishment. Agencies shall impose debarment or suspension to protect 
the Government’s interest and only for the causes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forth in this subpart. 

(c) Agencies are encouraged to establish methods and procedures for coordinating 
their debarment or suspension actions. 

(d) When more than one agency has an interest in the debarment or suspension of a 
contractor, the Interagency Committee on Debarment and Suspension, established 
under Executive Order 12549, and authorized by Section 873 of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9 (Pub. L. 110-417), shall resolve the lead 
agency issue and coordinate such resolution among all interested agencies prior to 
the initiation of any suspension, debarment, or related administrative action by any 
agency. 

(e) Agencies shall establish appropriate procedures to implement the policies and 
procedures of this subpart. 

9.403  Definitions. 
As used in this subpart— 

“Affiliates.” Business concerns,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are affiliates of each 
other if, directly or indirectly, (1) either one controls or has the power to control 
the other, or (2) a third party controls or has the power to control both. Indicia of 
control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interlocking management or ownership, 
identity of interests among family members, shared facilities and equipment, common 
use of employees, or a business entity organized following the debarment, 
suspension, or proposed debarment of a contractor which has the same or similar 
management, ownership, or principal employees as the contractor that was debarred, 
suspended, or proposed for debarment. 

“Agency” means any executive department, military department or defense agency, 
or other agency or independent establishment of the executive branch. 

“Civil judgment” means a judgment or finding of a civil offense by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Contractor” means any individual or other legal entity that— 

(1) Directly or indirectly (e.g., through an affiliate), submits offers for or is awa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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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reasonably may be expected to submit offers for or be awarded, a Government 
contract, including a contract for carriage under Government or commercial bills of 
lading, or a subcontract under a Government contract; or 

(2) Conducts business, or reasonably may be expected to conduct business, with the 
Government as an agent or representative of another contractor. 

“Debarring official” means— 

(1) An agency head; or 

(2) A designee authorized by the agency head to impose debarment. 

“Indictment” means indictment for a criminal offense. An information or other filing 
by competent authority charging a criminal offense is given the same effect as an 
indictment. 

“Legal proceedings” means any civil judicial proceeding to which the Government is 
a party or any criminal proceeding. The term includes appeals from such 
proceedings. 

“Nonprocurement Common Rule” means the procedures used by Federal Executive 
Agencies to suspend, debar, or exclude individuals or entities from participation in 
nonprocurement transactions under Executive Order 12549. Examples of 
nonprocurement transactions are grants, cooperative agreements, scholarships, 
fellowships, contracts of assistance, loans, loan guarantees, subsidies, insurance, 
payments for specified use, and donation agreements. 

“Suspending official” means— 

(1) An agency head; or 

(2) A designee authorized by the agency head to impose suspension. 

“Unfair trade practices” means the commission of any or the following acts by a 
contractor: 

(1) A violation of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1337) as 
determined by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 A violation, a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Commerce, of any agreement of 
the group known as the “Coordination Committee” for purposes of the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50 U.S.C. App. 2401, et seq.) or any similar bilateral 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 agreement. 

(3) A knowingly false statement regarding a material element of a certification 
concerning the foreign content of an item of supply, a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r the head of the agency to which such certificate was 
fur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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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4  Excluded Parties List System. 
(a)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1) Operates the web-based Excluded Parties List System (EPLS); 

(2) Provides technical assistance to Federal agencies in the use of the EPLS; and 

(3) Includes in the list the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official responsible for 
its maintenance and distribution. 

(b) The EPLS includes the— 

(1) Names and addresses of all contractors debarred, suspended, proposed for 
debarment, declared ineligible, or excluded or disqualified under the nonprocurement 
common rule, with cross-references when more than one name is involved in a 
single action; 

(2) Name of the agency or other authority taking the action; 

(3) Cause for the action (see 9.406-2 and 9.407-2 for causes authorized under this 
subpart) or other statutory or regulatory authority; 

(4) Effect of the action; 

(5) Termination date for each listing; 

(6) DUNS No.; 

(7) Social Security Number (SS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or othe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if available; and 

(8)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agency point of contact for the action. 

(c) Each agency must— 

(1) Obtain password(s) from GSA to access the EPLS for data entry; 

(2) Notify GSA in the event a password needs to be rescinded (e.g., when an agency 
employee leaves or changes function); 

(3) Enter the information required by paragraph (b) of this section within 3 working 
days after the action becomes effective; 

(4) Determine whether it is legally permitted to enter the SSN, EIN, or other TIN, 
under agency authority to suspend or debar; 

(5) Update EPLS, generally within 5 working days after modifying or rescinding an 
action; 



- 510 -

(6) In accordance with internal retention procedures, maintain records relating to 
each debarment, suspension, or proposed debarment taken by the agency; 

(7) Establish procedures to ensure that the agency does not solicit offers from, 
award contracts to, or consent to subcontracts with contractors whose names are in 
the EPL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subpart; 

(8) Direct inquiries concerning listed contractors to the agency or other authority 
that took the action; and 

(9) Contact GSA for technical assistance with the EPLS, via the support e-mail 
address or on the technical support phone line available at the EPLS web site 
provided in paragraph (d) of this section. 

(d) The EPLS is available at http://epls.gov. 

9.405  Effect of listing. 
(a) Contractors debarred, suspended, or proposed for debarment are excluded from 
receiving contracts, and agencies shall not solicit offers from, award contracts to, or 
consent to subcontracts with these contractors, unless the agency head determines 
that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for such action (see 9.405-1(b), 9.405-2, 
9.406-1(c), 9.407-1(d), and 23.506(e)). Contractors debarred, suspended, or proposed 
for debarment are also excluded from conducting business with the Government as 
agents or representatives of other contractors. 

(b) Contractors included in the EPLS as having been declared ineligible on the basis 
of statutory or other regulatory procedures are excluded from receiving contracts, 
and if applicable, subcontracts, under the conditions and for the period set forth in 
the statute or regulation. Agencies shall not solicit offers from, award contracts to, 
or consent to subcontracts with these contractors under those conditions and for that 
period. 

(c) Contractors debarred, suspended, or proposed for debarment are excluded from 
acting as individual sureties (see Part 28). 

(d)(1) After the opening of bids or receipt of proposal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review the EPLS. 

(2) Bids received from any listed contractor in response to an invitation for bids 
shall be entered on the abstract of bids, and rejected unless the agency head 
determines in writing that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to consider the bid. 

(3) Proposals, quotations, or offers received from any listed contractor shall not be 
evaluated for award or included in the competitive range, nor shall discussions be 
conducted with a listed offeror during a period of ineligibility, unless the agency 
head determines, in writing, that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to do so. If the period 
of ineligibility expires or is terminated prior to award, the contracting officer may, 
but is not required to, consider such proposals, quotations, or offers. 

(4) Immediately prior to award,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again review the EP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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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nsure that no award is made to a listed contractor. 

9.405-1  Continuation of current contracts. 
(a) Notwithstanding the debarment, suspension, or proposed debarment of a 
contractor, agencies may continue contracts or subcontracts in existence at the time 
the contractor was debarred, suspended, or proposed for debarment unless the 
agency head directs otherwise. A decision as to the type of termination action, if 
any, to be taken should be made only after review by agency contracting and 
technical personnel and by counsel to ensure the propriety of the proposed action. 

(b) For contractors debarred, suspended, or proposed for debarment, unless the 
agency head makes a written determination of the compelling reasons for doing so, 
ordering activities shall not— 

(1) Place orders exceeding the guaranteed minimum under indefinite quantity 
contracts; 

(2) Place orders under optional use Federal Supply Schedule contracts, blanket 
purchase agreements, or basic ordering agreements; or 

(3) Add new work, exercise options, or otherwise extend the duration of current 
contracts or orders. 

9.405-2  Restrictions on subcontracting. 
(a) When a contractor debarred, suspended, or proposed for debarment is proposed 
as a subcontractor for any subcontract subject to Government consent (see Subpart 
44.2), contracting officers shall not consent to subcontracts with such contractors 
unless the agency head states in writing the compelling reasons for this approval 
action. (See 9.405(b) concerning declarations of ineligibility affecting 
sub-contracting.) 

(b) The Government suspends or debars contractors to protect the Government’s 
interests. By operation of the clause at 52.209-6, Protecting the Government’s 
Interests When Subcontracting with Contractors Debarred, Suspended or Proposed for 
Debarment, contractors shall not enter into any subcontract in excess of $30,000 
with a contractor that has been debarred, suspended, or proposed for debarment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to do so. If a contractor intends to subcontract 
with a party that is debarred, suspended, or proposed for debarment as evidenced 
by the parties’ inclusion in the EPLS (see 9.404), a corporate officer or designee of 
the contractor is required by operation of the clause at 52.209-6, Protecting the 
Government’s Interests when Subcontracting with Contractors Debarred, Suspended, 
or Proposed for Debarment, to notify the contracting officer, in writing, before 
entering into such subcontract. The notice must provide the following: 

(1) The name of the subcontractor; 

(2) The contractor’s knowledge of the reasons for the subcontractor being in the 
EPLS; 

(3) The compelling reason(s) for doing business with the sub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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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withstanding its inclusion in the EPLS; and 

(4) The systems and procedures the contractor has established to ensure that it is 
fully protecting the Government’s interests when dealing with such subcontractor in 
view of the specific basis for the party’s debarment, suspension, or proposed 
debarment. 

(c) The contractor’s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52.209-6 will be reviewed 
during Contractor Purchasing System Reviews (see Subpart 44.3). 

9.406  Debarment. 
9.406-1  General. 
(a) It is the debarring official’s responsibility to determine whether debarment is in 
the Government’s interest. The debarring official may, in the public interest, debar a 
contractor for any of the causes in 9.406-2, using the procedures in 9.406-3. The 
existence of a cause for debarment, however,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that the 
contractor be debarred; the seriousness of the contractor’s acts or omissions and 
any remedial measures or mitigating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making any 
debarment decision. Before arriving at any debarment decision, the debarring official 
should consider factors such as the following: 

(1) Whether the contractor had effective standards of conduct and internal control 
systems in place at the time of the activity which constitutes cause for debarment or 
had adopted such procedures prior to any Government investigation of the activity 
cited as a cause for debarment. 

(2) Whether the contractor brought the activity cited as a cause for debarment to 
the attention of the appropriate Government agency in a timely manner. 

(3) Whether the contractor has fully investigated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cause for debarment and, if so, made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available to the 
debarring official. 

(4) Whether the contractor cooperated fully with Government agencies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any court or administrative action. 

(5) Whether the contractor has paid or has agreed to pay all criminal, civil, and 
administrative liability for the improper activity, including any investigative or 
administrative costs incurred by the Government, and has made or agreed to make 
full restitution. 

(6) Whether the contractor has taken appropriat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individuals responsible for the activity which constitutes cause for debarment. 

(7) Whether the contractor has implemented or agreed to implement remedial 
measures, including any identified by the Government. 

(8) Whether the contractor has instituted or agreed to institute new or revised 
review and control procedures and ethics traini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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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Whether the contractor has had adequate time to eliminate the circumstances 
within the contractor’s organization that led to the cause for debarment. 

(10) Whether the contractor’s management recognizes and understands the 
seriousness of the misconduct giving rise to the cause for debarment and has 
implemented programs to prevent recurrence.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ny mitigating factors or remedial measures such 
as set forth in this paragraph (a) is not necessarily determinative of a contractor’s 
present responsibility. Accordingly, if a cause for debarment exists, the contractor 
has the burden of demonstrating, to the satisfaction of the debarring official, its 
present responsibility and that debarment is not necessary. 

(b) Debarment constitutes debarment of all divisions or other organizational elements 
of the contractor, unless the debarment decision is limited by its terms to specific 
divisions, organizational elements, or commodities. The debarring official may extend 
the debarment decision to include any affiliates of the contractor if they are— 

(1) Specifically named; and 

(2) Given written notice of the proposed debarment and an opportunity to respond 
(see 9.406-3(c)). 

(c) A contractor’s debarment, or proposed debarment, shall be effective throughout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unless the agency head or a designee 
(except see 23.506(e)) states in writing the compelling reasons justifying continued 
business dealings between that agency and the contractor. 

(d)(1) When the debarring official has authority to debar contractors from both 
acquisition contracts pursuant to this regulation and contracts for the purchase of 
Federal personal property pursuant to the Federal Property Management Regulations 
(FPMR) 101-45.6, that official shall consider simultaneously debarring the contractor 
from the award of acquisition contracts and from the purchase of Federal personal 
property. 

(2) When debarring a contractor from the award of acquisition contracts and from 
the purchase of Federal personal property, the debarment notice shall so indicate 
and the appropriate FAR and FPMR citations shall be included. 

9.406-2  Causes for debarment. 
The debarring official may debar— 

(a) A contractor for a conviction of or civil judgment for— 

(1) Commission of fraud or a criminal offense in connection with— 

(i) Obtaining; 

(ii) Attempting to obtai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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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erforming a public contract or subcontract. 

(2) Violation of Federal or State antitrust statutes relating to the submission of 
offers; 

(3) Commission of embezzlement, theft, forgery, bribery, falsification or destruction 
of records, making false statements, tax evasion, violating Federal criminal tax laws, 
or receiving stolen property; 

(4) Intentionally affixing a label bearing a “Made in America” inscription (or any 
inscription having the same meaning) to a product sold in or shipped to the United 
States or its outlying areas, when the product was not made in the United States or 
its outlying areas (see Section 202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Public Law 
102-558)); or 

(5) Commission of any other offense indicating a lack of business integrity or 
business honesty that seriously and directly affects the present responsibility of a 
Government contractor or subcontractor. 

(b)(1) A contractor, based upon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for any of the 
following— 

(i) Violation of the terms of a Government contract or subcontract so serious as to 
justify debarment, such as— 

(A) Willful failure to perform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one or more contracts; 
or 

(B) A history of failure to perform, or of unsatisfactory performance of, one or more 
contracts. 

(ii) Violations of the Drug-Free Workplace Act of 1988 (Pub. L. 100-690), as 
indicated by— 

(A) Failure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lause at 52.223-6, Drug-Free 
Workplace; or 

(B) Such a number of contractor employees convicted of violations of criminal drug 
statutes occurring in the workplace as to indicate that the contractor has failed to 
make a good faith effort to provide a drug-free workplace (see 23.504). 

(iii) Intentionally affixing a label bearing a “Made in America” inscription (or any 
inscription having the same meaning) to a product sold in or shipped to the United 
States or its outlying areas, when the product was not made in the United States or 
its outlying areas (see Section 202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Public Law 
102-558)). 

(iv) Commission of an unfair trade practice as defined in 9.403 (see Section 201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Pub. L. 102-558)). 



- 515 -

(v) Delinquent Federal taxes in an amount that exceeds $3,000. 

(A) Federal taxes are considered delinquent for purposes of this provision if both of 
the following criteria apply: 

(1) The tax liability is finally determined. The liability is finally determined if it has 
been assessed. A liability is not finally determined if there is a pending 
administrative or judicial challenge. In the case of a judicial challenge to the liability, 
the liability is not finally determined until all judicial appeal rights have been 
exhausted. 

(2) The taxpayer is delinquent in making payment. A taxpayer is delinquent if the 
taxpayer has failed to pay the tax liability when full payment was due and required. 
A taxpayer is not delinquent in cases where enforced collection action is precluded. 

(B) Examples. 

(1) The taxpayer has received a statutory notice of deficiency, under I.R.C. §6212, 
which entitles the taxpayer to seek Tax Court review of a proposed tax deficiency. 
This is not a delinquent tax because it is not a final tax liability. Should the 
taxpayer seek Tax Court review, this will not be a final tax liability until the 
taxpayer has exercised all judicial appeal rights. 

(2) The IRS has filed a notice of Federal tax lien with respect to an assessed tax 
liability, and the taxpayer has been issued a notice under I.R.C. §6320 entitling the 
taxpayer to request a hearing with the IRS Office of Appeals contesting the lien 
filing, and to further appeal to the Tax Court if the IRS determines to sustain the 
lien filing. In the course of the hearing, the taxpayer is entitled to contest the 
underlying tax liability because the taxpayer has had no prior opportunity to contest 
the liability. This is not a delinquent tax because it is not a final tax liability. Should 
the taxpayer seek tax court review, this will not be a final tax liability until the 
taxpayer has exercised all judicial appeal rights. 

(3) The taxpayer has entered into an installment agreement pursuant to I.R.C. §6159. 
The taxpayer is making timely payments and is in full compliance with the 
agreement terms. The taxpayer is not delinquent because the taxpayer is not 
currently required to make full payment. 

(4) The taxpayer has filed for bankruptcy protection. The taxpayer is not delinquent 
because enforced collection action is stayed under 11 U.S.C. 362 (the Bankruptcy 
Code). 

(vi) Knowing failure by a principal, until 3 years after final payment on any 
Government contract awarded to the contractor, to timely disclose to the 
Government, in connection with the award, performance, or closeout of the contract 
or a subcontract thereunder, credible evidence of— 

(A) Violation of Federal criminal law involving fraud, conflict of interest, bribery, or 
gratuity violations found in Title 18 of the United State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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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Violation of the civil False Claims Act (31 U.S.C. 3729-3733); or 

(C) Significant overpayment(s) on the contract, other than overpayments resulting 
from contract financing payments as defined in 32.001. 

(2) A contractor, based on a determination by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or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that the contractor is not in compliance 
with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employment provisions (see Executive Order 
12989, as amended by Executive Order 13286). Such determination is not reviewable 
in the debarment proceedings. 

(c) A contractor or subcontractor based on any other cause of so serious or 
compelling a nature that it affects the present responsibility of the contractor or 
subcontractor. 

9.406-3  Procedures. 
(a) Investigation and referral. Agencies shall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mpt 
reporting, investigation, and referral to the debarring official of matters appropriate 
for that official’s consideration. 

(b) Decisionmaking process. 

(1) Agencies shall establish procedures governing the debarment decisionmaking 
process that are as informal as is practicable, consistent with principles of 
fundamental fairness. These procedures shall afford the contractor (and any 
specifically named affiliates) an opportunity to submit, in person, in writing, or 
through a representative, information and argument in opposition to the proposed 
debarment. 

(2) In actions not based upon a conviction or civil judgment, if it is found that the 
contractor’s submission in opposition raises a genuine dispute over facts material to 
the proposed debarment, agencies shall also— 

(i) Afford the contractor an opportunity to appear with counsel, submit documentary 
evidence, present witnesses, and confront any person the agency presents; and 

(ii) Make a transcribed record of the proceedings and make it available at cost to 
the contractor upon request, unless the contractor and the agency, by mutual 
agreement, waive the requirement for a transcript. 

(c) Notice of proposal to debar. A notice of proposed debarment shall be issued by 
the debarring official advising the contractor and any specifically named affiliates, by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1) That debarment is being considered; 

(2) Of the reasons for the proposed debarment in terms sufficient to put the 
contractor on notice of the conduct or transaction(s) upon which it is based; 

(3) Of the cause(s) relied upon under 9.406-2 for proposing deba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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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at,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the notice, the contractor may submit, in 
person, in writing, or through a representative, information and argument in 
opposition to the proposed debarment, including any additional specific information 
that raises a genuine dispute over the material facts; 

(5) Of the agency’s procedures governing debarment decisionmaking; 

(6) Of the effect of the issuance of the notice of proposed debarment; and 

(7) Of the potential effect of an actual debarment. 

(d) Debarring official’s decision. 

(1) In actions based upon a conviction or civil judgment, or in which there is no 
genuine dispute over material facts, the debarring official shall make a decision on 
the basis of all the information in the administrative record, including any submission 
made by the contractor. If no suspension is in effect, the decision shall be made 
within 30 working days after receipt of any information and argument submitted by 
the contractor, unless the debarring official extends this period for good cause. 

(2)(i) In actions in which additional proceedings are necessary as to disputed 
material facts, written findings of fact shall be prepared. The debarring official shall 
base the decision on the facts as found, together with any information and argument 
submitted by the contractor and any other information in the administrative record. 

(ii) The debarring official may refer matters involving disputed material facts to 
another official for findings of fact. The debarring official may reject any such 
findings, in whole or in part, only after specifically determining them to be arbitrary 
and capricious or clearly erroneous. 

(iii) The debarring official’s decision shall be mad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roceedings with respect to disputed facts. 

(3) In any action in which the proposed debarment is not based upon a conviction or 
civil judgment, the cause for debarment must be established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e) Notice of debarring official’s decision. 

(1) If the debarring official decides to impose debarment, the contractor and any 
affiliates involved shall be given prompt notice by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i) Referring to the notice of proposed debarment; 

(ii) Specifying the reasons for debarment; 

(iii) Stating the period of debarment, including effective dat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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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Advising that the debarment is effective throughout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unless the head of an agency or a designee makes the statement called 
for by 9.406-1(c). 

(2) If debarment is not imposed, the debarring official shall promptly notify the 
contractor and any affiliates involved, by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f)(1) If the contractor enters into an administrative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in order to resolve a debarment proceeding, the debarring official shall access the 
website (available at www.cpars.csd.disa.mil, then select FAPIIS) and enter the 
requested information. 

(2) The debarring official is responsible for the timely submission, within 3 working 
days, and accuracy of the documentation regarding the administrative agreement. 

9.406-4  Period of debarment. 
(a)(1) Debarment shall be for a period commensurate with the seriousness of the 
cause(s). Generally, debarment should not exceed 3 years, except that— 

(i) Debarment for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Drug-Free Workplace Act of 
1988 (see 23.506) may be for a period not to exceed 5 years; and 

(ii) Debarments under 9.406-2(b)(2) shall be for one year unless extended pursuant 
to paragraph (b) of this subsection. 

(2) If suspension precedes a debarment, the suspension period shall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debarment period. 

(b) The debarring official may extend the debarment for an additional period, if that 
official determines that an extension is necessary to protect the Government’s 
interest. However, a debarment may not be extended solely on the basis of the facts 
and circumstances upon which the initial debarment action was based. Debarments 
under 9.406-2(b)(2) may be extended for additional periods of one year if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or the Attorney General determines that the 
contractor continues to be in violation of the employment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f debarment for an additional period is determined 
to be necessary, the procedures of 9.406-3 shall be followed to extend the 
debarment. 

(c) The debarring official may reduce the period or extent of debarment, upon the 
contractor’s request, supported by documentation, for reasons such as— 

(1) Newly discovered material evidence; 

(2) Reversal of the conviction or civil judgment upon which the debarment was 
based; 

(3) Bona fide change in ownership or management; 

(4) Elimination of other causes for which the debarment was impose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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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ther reasons the debarring official deems appropriate. 

9.406-5  Scope of debarment. 
(a) The fraudulent, criminal, or other seriously improper conduct of any officer, 
director, shareholder, partner, employee, or other individual associated with a 
contractor may be imputed to the contractor when the conduct oc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individual’s performance of duties for or on behalf of the 
contractor, or with the contractor’s knowledge, approval, or acquiescence. The 
contractor’s acceptance of the benefits derived from the conduct shall be evidence 
of such knowledge, approval, or acquiescence. 

(b) The fraudulent, criminal, or other seriously improper conduct of a contractor may 
be imputed to any officer, director, shareholder, partner, employee, or other 
individual associated with the contractor who participated in, knew of, or had reason 
to know of the contractor’s conduct. 

(c) The fraudulent, criminal, or other seriously improper conduct of one contractor 
participating in a joint venture or similar arrangement may be imputed to other 
participating contractors if the conduct occurred for or on behalf of the joint venture 
or similar arrangement, or with the knowledge, approval, or acquiescence of these 
contractors. Acceptance of the benefits derived from the conduct shall be evidence 
of such knowledge, approval, or acquiescence. 

9.407  Suspension. 
9.407-1  General. 
(a) The suspending official may, in the public interest, suspend a contractor for any 
of the causes in 9.407-2, using the procedures in 9.407-3. 

(b)(1) Suspension is a serious action to be imposed on the basis of adequate 
evidence, pending the completion of investigation or legal proceedings, when it has 
been determined that immediate action is necessary to protect the Government’s 
interest. In assessing the adequacy of the evidence, agencies should consider how 
much information is available, how credible it is given the circumstances, whether or 
not important allegations are corroborated, and what inferences can reasonably be 
drawn as a result. This assessment should include an examination of basic 
documents such as contracts, inspection reports, and correspondence. 

(2) The existence of a cause for suspension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that the 
contractor be suspended. The suspending official should consider the seriousness of 
the contractor’s acts or omissions and may, but is not required to, consider remedial 
measures or mitigating factors, such as those set forth in 9.406-1(a). A contractor 
has the burden of promptly presenting to the suspending official evidence of 
remedial measures or mitigating factors when it has reason to know that a cause for 
suspension exists.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ny remedial measures or 
mitigating factors is not necessarily determinative of a contractor’s present 
responsibility. 

(c) Suspension constitutes suspension of all divisions or other organizational elements 
of the contractor, unless the suspension decision is limited by its terms to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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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s, organizational elements, or commodities. The suspending official may 
extend the suspension decision to include any affiliates of the contractor if they are
— 

(1) Specifically named; and 

(2) Given written notice of the suspension and an opportunity to respond (see 
9.407-3(c)). 

(d) A contractor’s suspension shall be effective throughout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unless the agency head or a designee (except see 23.506(e)) states 
in writing the compelling reasons justifying continued business dealings between that 
agency and the contractor. 

(e)(1) When the suspending official has authority to suspend contractors from both 
acquisition contracts pursuant to this regulation and contracts for the purchase of 
Federal personal property pursuant to FPMR 101-45.6, that official shall consider 
simultaneously suspending the contractor from the award of acquisition contracts and 
from the purchase of Federal personal property. 

(2) When suspending a contractor from the award of acquisition contracts and from 
the purchase of Federal personal property, the suspension notice shall so indicate 
and the appropriate FAR and FPMR citations shall be included. 

9.407-2  Causes for suspension. 
(a) The suspending official may suspend a contractor suspected, upon adequate 
evidence, of— 

(1) Commission of fraud or a criminal offense in connection with— 

(i) Obtaining; 

(ii) Attempting to obtain; or 

(iii) Performing a public contract or subcontract. 

(2) Violation of Federal or State antitrust statutes relating to the submission of 
offers; 

(3) Commission of embezzlement, theft, forgery, bribery, falsification or destruction 
of records, making false statements, tax evasion, violating Federal criminal tax laws, 
or receiving stolen property; 

(4) Violations of the Drug-Free Workplace Act of 1988 (Pub. L. 100-690), as 
indicated by— 

(i) Failure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lause at 52.223-6, Drug-Free 
Workplace; or 

(ii) Such a number of contractor employees convicted of violations of criminal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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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s occurring in the workplace as to indicate that the contractor has failed to 
make a good faith effort to provide a drug-free workplace (see 23.504); 

(5) Intentionally affixing a label bearing a “Made in America” inscription (or any 
inscription having the same meaning) to a product sold in or shipped to the United 
States or its outlying areas, when the product was not made in the United States or 
its outlying areas (see Section 202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Public Law 
102-558)); 

(6) Commission of an unfair trade practice as defined in 9.403 (see section 201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Pub. L. 102-558)); 

(7) Delinquent Federal taxes in an amount that exceeds $3,000. See the criteria at 
9.406-2(b)(1)(v) for determination of when taxes are delinquent; 

(8) Knowing failure by a principal, until 3 years after final payment on any 
Government contract awarded to the contractor, to timely disclose to the 
Government, in connection with the award, performance, or closeout of the contract 
or a subcontract thereunder, credible evidence of— 

(i) Violation of Federal criminal law involving fraud, conflict of interest, bribery, or 
gratuity violations found in Title 18 of the United States Code; 

(ii) Violation of the civil False Claims Act (31 U.S.C. 3729-3733); or 

(iii) Significant overpayment(s) on the contract, other than overpayments resulting 
from contract financing payments as defined in 32.001; or 

(9) Commission of any other offense indicating a lack of business integrity or 
business honesty that seriously and directly affects the present responsibility of a 
Government contractor or subcontractor. 

(b) Indictment for any of the causes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constitutes 
adequate evidence for suspension. 

(c) The suspending official may upon adequate evidence also suspend a contractor 
for any other cause of so serious or compelling a nature that it affects the present 
responsibility of a Government contractor or subcontractor. 

9.407-3  Procedures. 
(a) Investigation and referral. Agencies shall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mpt 
reporting, investigation, and referral to the suspending official of matters appropriate 
for that official’s consideration. 

(b) Decisionmaking process. 

(1) Agencies shall establish procedures governing the suspension decisionmaking 
process that are as informal as is practicable, consistent with principles of 
fundamental fairness. These procedures shall afford the contractor (and any 
specifically named affiliates) an opportunity, following the imposition of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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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ubmit, in person, in writing, or through a representative, information and 
argument in opposition to the suspension. 

(2) In actions not based on an indictment, if it is found that the contractor’s 
submission in opposition raises a genuine dispute over facts material to the 
suspension and if no determination has been made, on the basis of Department of 
Justice advice, that substantial interests of the Government in pending or 
contemplated legal proceedings based on the same facts as the suspension would be 
prejudiced, agencies shall also— 

(i) Afford the contractor an opportunity to appear with counsel, submit documentary 
evidence, present witnesses, and confront any person the agency presents; and 

(ii) Make a transcribed record of the proceedings and make it available at cost to 
the contractor upon request, unless the contractor and the agency, by mutual 
agreement, waive the requirement for a transcript. 

(c) Notice of suspension. When a contractor and any specifically named affiliates are 
suspended, they shall be immediately advised by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1) That they have been suspended and that the suspension is based on an 
indictment or other adequate evidence that the contractor has committed 
irregularities— 

(i) Of a serious nature in business dealings with the Government or 

(ii) Seriously reflecting on the propriety of further Government dealings with the 
contractor—any such irregularities shall be described in terms sufficient to place the 
contractor on notice without disclosing the Government’s evidence; 

(2) That the suspension is for a temporary period pending the completion of an 
investigation and such legal proceedings as may ensue; 

(3) Of the cause(s) relied upon under 9.407-2 for imposing suspension; 

(4) Of the effect of the suspension; 

(5) That,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the notice, the contractor may submit, in 
person, in writing, or through a representative, information and argument in 
opposition to the suspension, including any additional specific information that raises 
a genuine dispute over the material facts; and 

(6) That additional proceedings to determine disputed material facts will be 
conducted unless— 

(i) The action is based on an indictment; or 

(ii) A determination is made, on the basis of Department of Justice advice, that the 
substantial interests of the Government in pending or contemplated leg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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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same facts as the suspension would be prejudiced. 

(d) Suspending official’s decision. 

(1) In actions— 

(i) Based on an indictment; 

(ii) In which the contractor’s submission does not raise a genuine dispute over 
material facts; or 

(iii) In which additional proceedings to determine disputed material facts have been 
denied on the basis of Department of Justice advice, the suspending official’s 
decision shall be based on all the information in the administrative record, including 
any submission made by the contractor. 

(2)(i) In actions in which additional proceedings are necessary as to disputed 
material facts, written findings of fact shall be prepared. The suspending official shall 
base the decision on the facts as found, together with any information and argument 
submitted by the contractor and any other information in the administrative record. 

(ii) The suspending official may refer matters involving disputed material facts to 
another official for findings of fact. The suspending official may reject any such 
findings, in whole or in part, only after specifically determining them to be arbitrary 
and capricious or clearly erroneous. 

(iii) The suspending official’s decision shall be mad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roceedings with respect to disputed facts. 

(3) The suspending official may modify or terminate the suspension or leave it in 
force (for example, see 9.406-4(c) for the reasons for reducing the period or extent 
of debarment). However, a decision to modify or terminate the suspension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subsequent imposition of— 

(i) Suspension by any other agency; or 

(ii) Debarment by any agency. 

(4) Prompt written notice of the suspending official’s decision shall be sent to the 
contractor and any affiliates involved, by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e)(1) If the contractor enters into an administrative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in order to resolve a suspension proceeding, the suspending official shall access the 
website (available at www.cpars.csd.disa.mil, then select FAPIIS) and enter the 
requested information. 

(2) The suspending official is responsible for the timely submission, within 3 working 
days, and accuracy of the documentation regarding the administrative agreement. 

9.407-4  Period of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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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spension shall be for a temporary period pending the completion of 
investigation and any ensuing legal proceedings, unless sooner terminated by the 
suspending official or as provided in this subsection. 

(b) If legal proceedings are not initiated within 12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suspension notice, the suspension shall be terminated unless an Assistant Attorney 
General requests its extension, in which case it may be extended for an additional 6 
months. In no event may a suspension extend beyond 18 months, unless legal 
proceedings have been initiated within that period. 

(c) The suspending official shall notify the Department of Justice of the proposed 
termination of the suspension, at least 30 days before the 12-month period expires, 
to give that Department an opportunity to request an extension. 

9.407-5  Scope of suspension. 
The scope of suspension shall be the same as that for debarment (see 9.406-5), 
except that the procedures of 9.407-3 shall be used in imposing suspension. 

9.409  Contract claus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09-6, Protecting the 
Government’s Interests when Subcontracting with Contractors Debarred, Suspended, 
or Proposed for Debarment,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re the contract value 
exceeds $30,000. 

Subpart 9.5—Organizational and Consultant Conflicts of Interest 
9.500  Scope of subpart. 
This subpart— 

(a) Prescribes responsibilities, general rules, and procedures for identifying, 
evaluating, and resolving organizational conflicts of interest; 

(b) Provides examples to assist contracting officers in applying these rules and 
procedures to individual contracting situations; and 

(c) Implements section 8141 of the 1989 Department of Defense Appropriation Act, 
Pub. L. 100-463, 102 Stat. 2270-47 (1988). 

9.501  Definition. 
“Marketing consultant,” as used in this subpart, means any independent contractor 
who furnishes advice, information, direction, or assistance to an offeror or any other 
contractor in support of the preparation or submission of an offer for a Government 
contract by that offeror. An independent contractor is not a marketing consultant 
when rendering— 

(1) Services excluded in Subpart 37.2; 

(2) Routine engineering and technical services (such as installation, operation, or 
maintenance of systems, equipment, software, components, or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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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outine legal, actuarial, auditing, and accounting services; and 

(4) Training services. 

9.502  Applicability. 
(a) This subpart applies to contracts with either profit or nonprofit organizations, 
including nonprofit organizations created largely or wholly with Government funds. 

(b) The applicability of this subpart is not limited to any particular kind of 
acquisition. However, organizational conflicts of interest are more likely to occur in 
contracts involving— 

(1) Management support services; 

(2) Consultant or other professional services; 

(3) Contractor performance of or assistance in technical evaluations; or 
(4) Systems engineering and technical direction work performed by a contractor that 
does not have overall contractual responsibility for development or production. 

(c) An organizational conflict of interest may result when factors create an actual or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on an instant contract, or when the nature of the work 
to be performed on the instant contract creates an actual or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on a future acquisition. In the latter case, some restrictions on future 
activities of the contractor may be required. 

(d) Acquisitions subject to unique agency organizational conflict of interest statutes 
are excluded from the requirements of this subpart. 

9.503  Waiver. 
The agency head or a designee may waive any general rule or procedure of this 
subpart by determining that its application in a particular situation would not be in 
the Government’s interest. Any request for waiver must be in writing, shall set forth 
the extent of the conflict, and requires approval by the agency head or a designee. 
Agency heads shall not delegate waiver authority below the level of head of a 
contracting activity. 

9.504  Contracting officer responsibilities. 
(a) Using the general rules, procedures, and examples in this subpart, contracting 
officers shall analyze planned acquisitions in order to— 

(1) Identify and evaluate potential organizational conflicts of interest as early in the 
acquisition process as possible; and 

(2) Avoid, neutralize, or mitigate significant potential conflicts before contract award. 

(b) Contracting officers should obtain the advice of counsel and the assistance of 
appropriate technical specialists in evaluating potential conflicts and in developing 
any necessary solicitation provisions and contract clauses (see 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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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efore issuing a solicitation for a contract that may involve a significant potential 
conflict,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recommend to the head of the contracting 
activity a course of action for resolving the conflict (see 9.506). 

(d) In fulfilling their responsibilities for identifying and resolving potential conflicts, 
contracting officers should avoid creating unnecessary delays, burdensome 
information requirements, and excessive documentation. The contracting officer’s 
judgment need be formally documented only when a substantive issue concerning 
potential organizational conflict of interest exists. 

(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award the contract to the apparent successful 
offeror unless a conflict of interest is determined to exist that cannot be avoided or 
mitigated. Before determining to withhold award based on conflict of interest 
consideration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notify the contractor, provide the reasons 
therefor, and allow the contractor a reasonable opportunity to respond. If the 
contracting officer finds that it 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o award 
the contract notwithstanding a conflict of interest, a request for waiver shall be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9.503. The waiver request and decision shall be 
included in the contract file. 

9.505  General rules. 
The general rules in 9.505-1 through 9.505-4 prescribe limitations on contracting as 
the means of avoiding, neutralizing, or mitigating organizational conflicts of interest 
that might otherwise exist in the stated situations. Some illustrative examples are 
provided in 9.508. Conflicts may arise in situations not expressly covered in this 
section 9.505 or in the examples in 9.508. Each individual contracting situation 
should be examined on the basis of its particular facts and the nature of the 
proposed contract. The exercise of common sense, good judgment, and sound 
discretion is required in both the decision on whether a significant potential conflict 
exists and, if it does, the development of an appropriate means for resolving it. The 
two underlying principles are— 

(a) Preventing the existence of conflicting roles that might bias a contractor’s 
judgment; and 

(b) Preventing unfair competitive advantage. In addition to the other situations 
described in this subpart, an unfair competitive advantage exists where a contractor 
competing for award of any Federal contract possesses— 

(1) Proprietary information that was obtained from a Government official without 
proper authorization; or 

(2) Source selection information (as defined in 2.101) that is relevant to the contract 
but is not available to all competitors, and such information would assist that 
contractor in obtaining the contract. 

9.505-1  Providing systems engineering and technical direction. 
(a) A contractor that provides systems engineering and technical direction for a 
system but does not have overall contractual responsibility for its development, its 
integration, assembly, and checkout, or its production shall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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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 awarded a contract to supply the system or any of its major components; or 

(2) Be a subcontractor or consultant to a supplier of the system or any of its major 
components. 

(b) Systems engineering includes a combination of substantially all of the following 
activities: determining specifications, identifying and resolving interface problems, 
developing test requirements, evaluating test data, and supervising design. Technical 
direction includes a combination of substantially all of the following activities: 
developing work statements, determining parameters, directing other contractors’ 
operations, and resolving technical controversies. In performing these activities, a 
contractor occupies a highly influential and responsible position in determining a 
system’s basic concepts and supervising their execution by other contractors. 
Therefore this contractor should not be in a position to make decisions favoring its 
own products or capabilities. 

9.505-2  Preparing specifications or work statements. 
(a)(1) If a contractor prepares and furnishes complete specifications covering 
nondevelopmental items, to be used in a competitive acquisition, that contractor shall 
not be allowed to furnish these items, either as a prime contractor or as a 
subcontractor,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including, at least, the duration of the 
initial production contract. This rule shall not apply to— 

(i) Contractors that furnish at Government request specifications or data regarding a 
product they provide, even though the specifications or data may have been paid for 
separately or in the price of the product; or 

(ii) Situations in which contractors, acting as industry representatives, help 
Government agencies prepare, refine, or coordinate specifications, regardless of 
source, provided this assistance is supervised and controlled by Government 
representatives. 

(2) If a single contractor drafts complete specifications for nondevelopmental 
equipment, it should be eliminated for a reasonable time from competition for 
production based on the specifications. This should be done in order to avoid a 
situation in which the contractor could draft specifications favoring its own products 
or capabilities. In this way the Government can be assured of getting unbiased 
advice as to the content of the specifications and can avoid allegations of favoritism 
in the award of production contracts. 

(3) In development work, it is normal to select firms that have done the most 
advanced work in the field. These firms can be expected to design and develop 
around their own prior knowledge. Development contractors can frequently start 
production earlier and more knowledgeably than firms that did not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and this can affect the time and quality of production, both of which 
are important to the Government. In many instances the Government may have 
financed the development. Thus, while the development contractor has a competitive 
advantage, it is an unavoidable one that is not considered unfair; hence no 
prohibition should be im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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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If a contractor prepares, or assists in preparing, a work statement to be used 
in competitively acquiring a system or services—or provides material leading 
directly, predictably, and without delay to such a work statement—that contractor 
may not supply the system, major components of the system, or the services unless
— 

(i) It is the sole source; 
(ii) It has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and design work; or 

(iii) More than one contractor has been involved in preparing the work statement. 

(2) Agencies should normally prepare their own work statements. When contractor 
assistance is necessary, the contractor might often be in a position to favor its own 
products or capabilities. To overcome the possibility of bias, contractors are 
prohibited from supplying a system or services acquired on the basis of work 
statements growing out of their services, unless excepted in paragraph (b)(1) of this 
section. 

(3) For the reasons given in 9.505-2(a)(3), no prohibitions are imposed on 
development and design contractors. 

9.505-3  Providing evaluation services. 
Contracts for the evaluation of offers for products or services shall not be awarded 
to a contractor that will evaluate its own offers for products or services, or those of 
a competitor, without proper safeguards to ensure objectivity to protect the 
Government’s interests. 

9.505-4  Obtaining access to proprietary information. 
(a) When a contractor requires proprietary information from others to perform a 
Government contract and can use the leverage of the contract to obtain it, the 
contractor may gain an unfair competitive advantage unless restrictions are imposed. 
These restrictions protect the information and encourage companies to provide it 
when necessary for contract performance. They are not intended to protect 
information— 

(1) Furnished voluntarily without limitations on its use; or 

(2) Available to the Government or contractor from other sources without restriction. 

(b) A contractor that gains access to proprietary information of other companies in 
performing advisory and assistance services for the Government must agree with the 
other companies to protect their information from unauthorized use or disclosure for 
as long as it remains proprietary and refrain from using the information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at for which it was furnished.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obtain copies of these agreements and ensure that they are properly executed. 

(c) Contractors also obtain proprietary and source selection information by acquiring 
the services of marketing consultants which, if used in connection with an 
acquisition, may give the contractor an unfair competitive advantage. Contractors 



- 529 -

should make inquiries of marketing consultants to ensure that the marketing 
consultant has provided no unfair competitive advantage. 

9.506  Procedures. 
(a) If information concerning prospective contractors is necessary to identify and 
evaluate potential organizational conflicts of interest or to develop recommended 
actions, contracting officers first should seek the information from within the 
Government or from other readily available sources. Government sources include the 
files and the knowledge of personnel within the contracting office, other contracting 
offices, the cognizant contract administration and audit activities and offices 
concerned with contract financing. Non-Government sources include publications and 
commercial services, such as credit rating services, trade and financial journals, and 
business directories and registers. 

(b) If the contracting officer decides that a particular acquisition involves a 
significant potential organizational conflict of interest,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before issuing the solicitation, submit for approval to the chief of the contracting 
office (unless a higher level official is designated by the agency)— 

(1) A written analysis, including a recommended course of action for avoiding, 
neutralizing, or mitigating the conflict, based on the general rules in 9.505 or on 
another basis not expressly stated in that section; 

(2) A draft solicitation provision (see 9.507-1); and 

(3) If appropriate, a proposed contract clause (see 9.507-2). 

(c) The approving official shall— 

(1) Review the contracting officer’s analysis and recommended course of action, 
including the draft provision and any proposed clause; 

(2) Consider the benefits and detriments to the Government and prospective 
contractors; and 

(3) Approve, modify, or reject the recommendations in writing. 

(d)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1) Include the approved provision(s) and any approved clause(s) in the solicitation 
or the contract, or both; 

(2) Consider additional information provided by prospective contractors in response 
to the solicitation or during negotiations; and 

(3) Before awarding the contract, resolve the conflict or the potential conflic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approval or other direction by the head of the 
contracting activity. 

(e) If, during the effective period of any restriction (see 9.507), a contracti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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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s acquisition responsibility for the item or system involved, it shall notify the 
successor contracting office of the restriction, and send a copy of the contract under 
which the restriction was imposed. 

9.507  Solicitation provisions and contract clause. 

9.507-1  Solicitation provisions. 
As indicated in the general rules in 9.505, significant potential organizational conflicts 
of interest are normally resolved by imposing some restraint, appropriate to the 
nature of the conflict, upon the contractor’s eligibility for future contracts or 
subcontracts. Therefore, affected solicitations shall contain a provision that— 

(a) Invites offerors’ attention to this subpart; 

(b) States the nature of the potential conflict as seen by the contracting officer; 

(c) States the nature of the proposed restraint upon future contractor activities; and 

(d)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acquisition, states whether or not the terms of 
any proposed clause and the application of this subpart to the contract are subject 
to negotiation. 

9.507-2  Contract clause. 

(a) If, as a condition of award, the contractor’s eligibility for future prime contract or 
subcontract awards will be restricted or the contractor must agree to some other 
restraint, the solicitation shall contain a proposed clause that specifies both the 
nature and duration of the proposed restraint.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clude 
the clause in the contract, first negotiating the clause’s final terms with the 
successful offeror, if it is appropriate to do so (see 9.506(d) of this subsection). 

(b) The restraint imposed by a clause shall be limited to a fixed term of reasonable 
duration, sufficient to avoid the circumstance of unfair competitive advantage or 
potential bias. This period varies. It might end, for example, when the first 
production contract using the contractor’s specifications or work statement is 
awarded, or it might extend through the entire life of a system for which the 
contractor has performed systems engineering and technical direction. In every case, 
the restriction shall specify termination by a specific date or upon the occurrence of 
an identifiable event. 

9.508  Examples. 
The examples in paragraphs (a) through (i) following illustrate situations in which 
questions concerning organizational conflicts of interest may arise. They are not all 
inclusive, but are intended to help the contracting officer apply the general rules in 
9.505 to individual contract situations. 

(a) Company A agrees to provide systems engineering and technical direction for the 
Navy on the powerplant for a group of submarines (i.e., turbines, drive shafts, 
propellers, etc.). Company A should not be allowed to supply any powerplant 
components. Company A can, however, supply components of the sub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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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related to the powerplant (e.g., fire control, navigation, etc.). In this example, the 
system is the powerplant, not the submarine, and the ban on supplying components 
is limited to those for the system only. 

(b) Company A is the systems engineering and technical direction contractor for 
system X. After some progress, but before completion, the system is canceled. 
Later, system Y is developed to achieve the same purposes as system X, but in a 
fundamentally different fashion. Company B is the systems engineering and technical 
direction contractor for system Y. Company A may supply system Y or its 
components. 

(c) Company A develops new electronic equipment and, as a result of this 
development, prepares specifications. Company A may supply the equipment. 

(d) XYZ Tool Company and PQR Machinery Company, representing the American 
Tool Institute, work under Government supervision and control to refine 
specifications or to clarify the requirements of a specific acquisition. These 
companies may supply the item. 

(e) Before an acquisition for information technology is conducted, Company A is 
awarded a contract to prepare data system specifications and equipment performance 
criteria to be used as the basis for the equipment competition. Since the 
specifications are the basis for selection of commercial hardware, a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exists. Company A should be excluded from the initial follow-on 
information technology hardware acquisition. 

(f) Company A receives a contract to define the detaile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n agency will require for purchasing rocket fuels. Company A has not developed 
the particular fuels. When the definition contract is awarded, it is clear to both 
parties that the agency will use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rrived at to choose 
competitively a contractor to develop or produce the fuels. Company A may not be 
awarded this follow-on contract. 

(g) Company A receives a contract to prepare a detailed plan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training of an agency’s personnel. It suggests a curriculum that the agency 
endorses and incorporates in its request for proposals to institutions to establish and 
conduct the training. Company A may not be awarded a contract to conduct the 
training. 

(h) Company A is selected to study the use of lasers in communications. The agency 
intends to ask that firms doing research in the field make proprietary information 
available to Company A. The contract must require Company A to— 

(1) Enter into agreements with these firms to protect any proprietary information 
they provide; and 

(2) Refrain from using the information in supplying lasers to the Government or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at for which it was intended. 

(i) An agency that regulates an industry wishes to develop a system for evalu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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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ocessing license applications. Contractor X helps develop the system and 
process the applications. Contractor X should be prohibited from acting as a 
consultant to any of the applicants during its period of performance and for a 
reasonable period thereafter. 

Subpart 9.6—Contractor Team Arrangements 
9.601  Definition. 
“Contractor team arrangement,” as used in this subpart, means an arrangement in 
which— 

(1) Two or more companies form a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to act as a potential 
prime contractor; or 

(2) A potential prime contractor agrees with one or more other companies to have 
them act as its subcontractors under a specified Government contract or acquisition 
program. 

9.602  General. 
(a) Contractor team arrangements may be desirable from both a Government and 
industry standpoint in order to enable the companies involved to— 

(1) Complement each other’s unique capabilities; and 

(2) Offer the Government the best combination of performance, cost, and delivery for 
the system or product being acquired. 

(b) Contractor team arrangements may be particularly appropriate in complex 
research and development acquisitions, but may be used in other appropriate 
acquisitions, including production. 

(c) The companies involved normally form a contractor team arrangement before 
submitting an offer. However, they may enter into an arrangement later in the 
acquisition process, including after contract award. 

9.603  Policy. 
The Government will recognize the integrity and validity of contractor team 
arrangements; provided, the arrangements are identified and company relationships 
are fully disclosed in an offer or, for arrangements entered into after submission of 
an offer, before the arrangement becomes effective. The Government will not 
normally require or encourage the dissolution of contractor team arrangements. 

9.604  Limitations. 
Nothing in this subpart authorizes contractor team arrangements in violation of 
antitrust statutes or limits the Government’s rights to— 

(a) Require consent to subcontracts (see Subpart 44.2); 

(b) Determine, on the basis of the stated contractor team arrangement, the 
responsibility of the prime contractor (see Subpart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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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rovide to the prime contractor data rights owned or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d) Pursue its policies on competitive contracting, subcontracting, and component 
breakout after initial production or at any other time; and 

(e) Hold the prime contractor fully responsible for contract performance, regardless 
of any team arrangement between the prime contractor and its sub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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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2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12.000  Scope of part. 
This part prescribes policies and procedures unique to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It implements the Federal Government’s preference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contained in Title VIII of the 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of 1994 (Public Law 103-355) by establishing acquisition policies more closely 
resembling those of the commercial marketplace and encouraging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and components. 

12.001  Definition. 
“Subcontract,” as used in this par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transfer of 
commercial items between divisions, subsidiaries, or affiliates of a contractor or 
subcontractor. 

Subpart 12.1—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General 
12.101  Policy. 
Agencies shall— 

(a) Conduct market research to determine whether commercial items or 
nondevelopmental items are available that could meet the agency’s requirements; 

(b) Acquire commercial items or nondevelopmental items when they are available to 
meet the needs of the agency; and 

Require prime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t all tiers to incorporate,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commercial items or nondevelopmental items as 
components of items supplied to the agency. 

12.102  Applicability. 
(a) This part shall be used for the acquisition of supplies or services that meet the 
definition of commercial items at 2.101. 

(b) Contracting officers shall use the policies in this part in conjunction with the 
policies and procedures for solicitation, evaluation and award prescribed in Part 13, 
Simplified Acquisition Procedures; Part 14, Sealed Bidding; or Part 15, Contracting 
by Negotiation, as appropriate for the particular acquisition. 

(c) Contracts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are subject to the policies in 
other parts of this chapter. When a policy in another part of this chapter is 
inconsistent with a policy in this part, this Part 12 shall take precedence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d) The definition of commercial item in section 2.101 uses the phrase “purposes 
other than governmental purposes.” These purposes are those that are not unique to 
a government. 

(e) This part shall not apply to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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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t or below the micro-purchase threshold; 

(2) Using the Standard Form 44 (see 13.306); 

(3) Using the imprest fund (see 13.305); 

(4) Using the Governmentwide commercial purchase card; or 

(5) Directly from another Federal agency. 

(f)(1) Contracting officers may treat any acquisition of supplies or services that, as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agency, are to be used to facilitate defense against 
or recovery from nuclear, biological, chemical, or radiological attack, as an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2) A contract in an amount greater than $16 million that is awarded on a sole 
source basis for an item or service treated as a commercial item under paragraph 
(f)(1) of this section but does not meet the definition of a commercial item as 
defined at FAR 2.101 shall not be exempt from— 

(i) Cost accounting standards (see Subpart 30.2); or 

(ii) Cost or pricing data requirements (see 15.403). 

(g)(1) In accordance with section 1431 of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4 (Public Law 108-136) (41 U.S.C. 437), the contracting officer also 
may use Part 12 for any acquisition for services that does not meet the definition of 
commercial item in FAR 2.101, if the contract or task order— 

(i) Is entered into on or before November 24, 2013; 

(ii) Has a value of $27 million or less; 

(iii) Meets the definition of performance-based acquisition at FAR 2.101; 

(iv) Uses a quality assurance surveillance plan; 

(v) Includes performance incentives where appropriate; 

(vi) Specifies a firm-fixed price for specific tasks to be performed or outcomes to 
be achieved; and 

(vii) Is awarded to an entity that provides similar services to the general public 
under terms and conditions similar to those in the contract or task order. 

(2) In exercising the authority specified in paragraph (g)(1) of this section, the 
contracting officer may tailor paragraph (a) of the clause at FAR 52.212-4 as may 
be necessary to ensure the contract’s remedies adequately protect the Government’s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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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3  Commercially available off-the-shelf (COTS) items. 
COTS items are defined in 2.101. Unless indicated otherwise, all of the policies that 
apply to commercial items also apply to COTS. Section 12.505 lists the laws that are 
not applicable to COTS (in addition to 12.503 and 12.504); the components test of 
the Buy American Act, and the two recovered materials certifications in Subpart 
23.4, do not apply to COTS. 

Subpart 12.2—Special Requirements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12.201  General. 
Public Law 103-355 establishes special requirements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intended to more closely resemble those customarily used in the 
commercial marketplace. This subpart identifies those special requirements as well 
as other considerations necessary for proper planning, solicitation, evaluation and 
award of contracts for commercial items. 

12.202  Market research and description of agency need. 
(a) Market research (see 10.001) is an essential element of building an effective 
strategy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and establishes the foundation for 
the agency description of need (see Part 11), the solicitation, and resulting contract. 

(b) The description of agency need must contain sufficient detail for potential 
offerors of commercial items to know which commercial products or services may be 
suitable. Generally, for acquisitions in excess of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an agency’s statement of need for a commercial item will describe the type of 
product or service to be acquired and explain how the agency intends to use the 
product or service in terms of function to be performed, performance requirement or 
essential physical characteristics. Describing the agency’s needs in these terms 
allows offerors to propose methods that will best meet the needs of the Government. 

(c) Follow the procedures in Subpart 11.2 regarding the identification and availability 
of specifications, standards and commercial item descriptions. 

(d) Requirements documents for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must comply 
with the applicable accessibility standards issued by the Architectural and 
Transportation Barriers Compliance Board at 36 CFR Part 1194 (see Subpart 39.2). 

(e) When acquiring information technology using Internet Protocol, agencies must 
include the appropriate Internet Protocol compliance requirements in accordance with 
11.002(g). 

12.203  Procedures for solicitation, evaluation, and award. 
Contracting officers shall use the policies unique to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prescribed in this part in conjunction with the policies and procedures for 
solicitation, evaluation and award prescribed in Part 13, Simplified Acquisition 
Procedures; Part 14, Sealed Bidding; or Part 15, Contracting by Negotiation, as 
appropriate for the particular acquisition. The contracting officer may use the 
streamlined procedure for soliciting offers for commercial items prescribed in 12.603. 
For acquisitions of commercial items exceeding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but not exceeding $5.5 million ($11 million for acquisitions as describ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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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0(e)), including options, contracting activities shall employ the simplified 
procedures authorized by Subpart 13.5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12.204  Solicitation/contract form. 
(a)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se the Standard Form 1449, 
Solicitation/Contract/Order for Commercial Items, if (1) the acquisition is expected to 
exceed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2) a paper solicitation or contract is 
being issued; and (3) procedures at 12.603 are not being used. Use of the SF 1449 
is nonmandatory but encouraged for commercial acquisitions not exceeding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b)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at 5.203(a) and (h), the contracting officer may 
allow fewer than 15 days before issuance of the solicitation. 

12.205  Offers. 
(a) Where technical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evaluation of offers, agencies 
should, as part of market research, review existing product literature generally 
available in the industry to determine its adequacy for purposes of evaluation. If 
adequate, contracting officers shall request existing product literature from offerors 
of commercial items in lieu of unique technical proposals. 

(b) Contracting officers should allow offerors to propose more than one product that 
will meet a Government need in response to solicitations for commercial item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evaluate each product as a separate offer. 

(c)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at 5.203(b), the contracting officer may allow 
fewer than 30 days response time for receipt of offers for commercial items, unless 
the acquisition is cover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or a Free Trade Agreement (see 5.203(h)). 

12.206  Use of past performance. 
Past performance should be an important element of every evaluation and contract 
award for commercial items. Contracting officers should consider past performance 
data from a wide variety of sourc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Federal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policies and procedures contained in Subpart 9.1, 13.106, or 
Subpart 15.3, as applicable. 

12.207  Contract type. 
(a)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b) of this section, agencies shall use 
firm-fixed-price contracts or fixed-price contracts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b) 

(1) A time-and-materials contract or labor-hour contract (see Subpart 16.6) may be 
used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services when— 

(i) The service is acquired under a contract awarded using— 

(A) Competitive procedures (e.g., the procedures in 6.102, the set-aside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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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ubpart 19.5, or competitio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Part 13); 

(B) The procedures for other than full and open competition in 6.3 provided the 
agency receives offers that satisfy the Government’s expressed requirement from 
two or more responsible offerors; or 

(C) The fair opportunity procedures in 16.505, if placing an order under a multiple 
award delivery-order contract; and 

(ii) The contracting officer— 

(A) Executes a determination and findings (D&F) for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b)(2) of this section (but see paragraph (c) of this section for 
indefinite-delivery contracts), that no other contract type authorized by this subpart 
is suitable; 

(B) Includes a ceiling price in the contract or order that the contractor exceeds at 
its own risk; and 

(C) Authorizes any subsequent change in the ceiling price only upon a determination, 
documented in the contract file, that it 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procuring 
agency to change the ceiling price. 

(2) Each D&F required by paragraph (b)(1)(ii)(A) of this section shall contain 
sufficient facts and rationale to justify that no other contract type authorized by this 
subpart is suitable. At a minimum, the D&F shall— 

(i) Include a description of the market research conducted (see 10.002(e)); 

(ii) Establish that it is not possible at the time of placing the contract or order to 
accurately estimate the extent or duration of the work or to anticipate costs with 
any reasonable degree of certainty; 

(iii) Establish that the requirement has been structured to maximize the use of 
firm-fixed-price or fixed-price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contracts (e.g., by 
limiting the value or length of the time-and-material/labor-hour contract or order; 
establishing fixed prices for portions of the requirement) on future acquisitions for 
the same or similar requirements; and 

(iv) Describe actions planned to maximize the use of firm-fixed-price or fixed-price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contracts on future acquisitions for the same 
requirements. 

(3) See 16.601(d)(1) for additional approval required for contracts expected to 
extend beyond three years. 

(c) 
(1) Indefinite-delivery contracts (see Subpart 16.5) may be used when— 

(i) The prices are established based on a firm-fixed-price or fixed-pric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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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price adjustment; or 

(ii) Rates are established for commercial services acquired on a time-and-materials 
or labor-hour basis. 

(2) When an indefinite-delivery contract is awarded with services priced on a 
time-and-materials or labor-hour basis, contracting officers shall,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also structure the contract to allow issuance of orders on a 
firm-fixed-price or fixed-price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basis. For such 
contract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execute the D&F required by paragraph (b)(2) 
of this section, for each order placed on a time-and-materials or labor-hour basis. 
Placement of order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Subpart 8.4 or 16.5, as applicable. 

(3) If an indefinite-delivery contract only allows for the issuance of orders on a 
time-and-materials or labor-hour basis, the D&F required by paragraph (b)(2) of this 
section shall be executed to support the basic contract and shall also explain why 
providing for an alternative firm-fixed-price or fixed-price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pricing structure is not practicable. The D&F for this contract shall be 
approved one level above the contracting officer. Placement of order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Subpart 16.5. 

(d) The contract types authorized by this subpart may be used in conjunction with 
an award fee and performance or delivery incentives when the award fee or 
incentive is based solely on factors other than cost (see 16.202-1 and 16.203-1). 

(e) Use of any contract type other than those authorized by this subpart to acquire 
commercial items is prohibited. 

12.208  Contract quality assurance. 
Contracts for commercial items shall rely on contractors’ existing quality assurance 
systems as a substitute for Government inspection and testing before tender for 
acceptance unless customary market practices for the commercial item being 
acquired include in-process inspection. Any in-process inspection by the Government 
shall be conduc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commercial practice. 

12.209  Determination of price reasonableness. 
While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establish price reasonableness in accordance with 
13.106-3, 14.408-2, or Subpart 15.4, as applicable,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be 
aware of customary commercial terms and conditions when pricing commercial items. 
Commercial item prices are affected by factors that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speed of delivery, length and extent of warranty, limitations of seller’s liability, 
quantities ordered, length of the performance period, and specific performance 
requirements.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ensure that contract terms, conditions, 
and prices are commensurate with the Government’s need. 

12.210  Contract financing. 
Customary market practice for some commercial items may include buyer contract 
financing. The contracting officer may offer Government financing in accordance with 
the policies and procedures in Part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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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1  Technical data. 
Except as provided by agency-specific statutes, the Government shall acquire only 
the technical data and the rights in that data customarily provided to the public with 
a commercial item or proces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presume that data 
delivered under a contract for commercial items was developed exclusively at 
private expense. When a contract for commercial items requires the delivery of 
technical data,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clude appropriate provisions and clauses 
delineating the rights in the technical data in addenda to the solicitation and contract 
(see Part 27 or agency FAR supplements). 

12.212  Computer software. 
(a) Commercial computer software or commercial computer software documentation 
shall be acquired under licenses customarily provided to the public to the extent 
such licenses are consistent with Federal law and otherwise satisfy the 
Government’s needs. Generally, offerors and contractors shall not be required to— 

(1) Furnish technical information related to commercial computer software or 
commercial computer software documentation that is not customarily provided to the 
public; or 

(2) Relinquish to, or otherwise provide, the Government rights to use, modify, 
reproduce, release, perform, display, or disclose commercial computer software or 
commercial computer software documentation except as mutually agreed to by the 
parties. 

(b) With regard to commercial computer software and commercial computer software 
documentation, the Government shall have only those rights specified in the license 
contained in any addendum to the contract. For additional guidance regarding the use 
and negotiation of license agreements for commercial computer software, see 
27.405-3. 

12.213  Other commercial practices. 
It is a common practice in the commercial marketplace for both the buyer and seller 
to propose terms and conditions written from their particular perspectives. The 
terms and conditions prescribed in this part seek to balance the interests of both the 
buyer and seller. These terms and conditions are generally appropriate for use in a 
wide range of acquisitions. However, market research may indicate other commercial 
practic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acquisition of the particular item. These 
practices should be considered for incorporation into the solicitation and contract if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em appropriate in concluding a business 
arrangement satisfactory to both parties and not otherwise precluded by law or 
Executive order. 

12.214  Cost Accounting Standards. 
Cost Accounting Standards (CAS) do not apply to contracts and subcontracts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when these contracts and subcontracts are 
firm-fixed-price or fixed-price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provided that the 
price adjustment is not based on actual costs incurred). See 30.201-1 for CAS 
applicability to fixed-price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contracts and 
subcontracts for commercial items when the price adjustment is based on a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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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s incurred. When CAS applie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appropriate 
provisions and clauses as prescribed in 30.201. 

12.215  Notification of overpayment. 
If the contractor notifies the contracting officer of a duplicate payment or that the 
Government has otherwise overpaid,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follow the 
procedures at 32.604. 

Subpart 12.3—Solicitation Provisions and Contract Clauses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12.300  Scope of subpart. 
This subpart establishes provisions and clauses to be used when acquiring 
commercial items. 

12.301  Solicitation provisions and contract clauses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a) In accordance with Section 8002 of Public Law 103-355 (41 U.S.C. 264, note), 
contracts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shall,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include only those clauses— 

(1) Required to implement provisions of law or executive orders applicable to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or 

(2) Determined to be consistent with customary commercial practice. 

(b) Insert the following provisions in solicitations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and clauses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1) The provision at 52.212-1, Instructions to Offerors—Commercial Items. This 
provision provides a single, streamlined set of instructions to be used when soliciting 
offers for commercial items and is incorporated in the solicitation by reference (see 
Block 27a, SF 1449). The contracting officer may tailor these instructions or provide 
additional instructions tailored to the specific acquisition in accordance with 12.302. 

(2) The provision at 52.212-3, Offeror Representations and Certifications—
Commercial Items. This provision provides a single, consolidated list of 
representations and certifications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and is 
attached to the solicitation for offerors to complete. This provision may not be 
tailored except in accordance with Subpart 1.4. Use the provision with its Alternate I 
in solicitations issued by DoD, NASA, or the Coast Guard. Use the provision with its 
Alternate II in solicitations for acquisitions for which small disadvantaged business 
procurement mechanisms are authorized on a regional basis. 

(3) The clause at 52.212-4,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Commercial Items. This 
clause includes terms and conditions which are,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consistent with customary commercial practices and is incorporated in the solicitation 
and contract by reference (see Block 27, SF 1449). Use this clause with its 
Alternate I when a time-and-materials or labor-hour contract will be awarded. The 
contracting officer may tailor this clause in accordance with 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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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clause at 52.212-5,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Required to Implement 
Statutes or Executive Orders—Commercial Items. This clause incorporates by 
reference only those clauses required to implement provisions of law or Executive 
orders applicable to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attach this clause to the solicitation and contract and, using the appropriate clause 
prescriptions, indicate which, if any, of the additional clauses cited in 52.212-5(b) or 
(c) are applicable to the specific acquisition. Some of the clauses require fill-in; the 
fill-in language should be inserted as directed by 52.104(d). When cost information 
is obtained pursuant to Part 15 to establish the reasonableness of prices for 
commercial item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s prescribed for this 
purpose in an addendum to the solicitation and contract. This clause may not be 
tailored. 

(i)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 when the head of the agency has waived the 
examination of records by the Comptroller General in accordance with 25.1001. 

(ii) If the acquisition will use funds appropriated or otherwise made available by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Pub. L. 111-5),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I, and may not use Alternate I. 

(c) When the use of evaluation factors is appropriate, the contracting officer may— 

(1) Insert the provision at 52.212-2, Evaluation—Commercial Items, in solicitations 
for commercial items (see 12.602); or 

(2) Include a similar provision containing all evaluation factors required by 13.106, 
Subpart 14.2 or Subpart 15.3, as an addendum (see 12.302(d)). 

(d) Other required provisions and clauses. 

(1) Notwithstanding prescriptions contained elsewhere in the FAR, when acquiring 
commercial items, contracting officers shall be required to use only those provisions 
and clauses prescribed in this part. The provisions and clauses prescribed in this 
part shall be revised, as necessary, to reflect the applicability of statutes and 
executive orders to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2) Insert the clause at 52.225-19, Contractor Personnel in a Designated Operational 
Area or Supporting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 outside the United States, as 
prescribed in 25.301-4. 

(3) Insert the provision at 52.209-7,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ility Matters, as 
prescribed in 9.104-7(b). 

(4) Insert the clause at 52.209-8, Updates of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ility 
Matters, as prescribed in 9.104-7(c). 

(e) Discretionary use of FAR provisions and clauses. The contracting officer may 
include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by addendum other FAR provisions and clauses 
when their use is consistent with the limitations contained in 12.302. For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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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contracting officer may include appropriate clauses when an 
indefinite-delivery type of contract will be used. The clauses prescribed at 16.506 
may be used for this purpose. 

(2) The contracting officer may include appropriate provisions and clauses when the 
use of options is in the Government’s interest. The provisions and clauses prescribed 
in 17.208 may be used for this purpose. If the provision at 52.212-2 is used, 
paragraph (b) provides for the evaluation of options. 

(3) The contracting officer may use the provisions and clauses contained in Part 23 
regarding the use of products containing recovered materials and biobased products 
when appropriate for the item being acquired. 

(4) When setting aside under the Stafford Act (Subpart 26.2), include the provision at 
52.226-3, Disaster or Emergency Area Representation, in the solicitation. The 
representation in this provision is not in the Online Representations and Certifications 
Application (ORCA) Database. 

(f) Agencies may supplement the provisions and clauses prescribed in this part (to 
require use of additional provisions and clauses) only as necessary to reflect agency 
unique statutes applicable to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or as may be 
approved by the agency senior procurement executive, or the individual responsible 
for representing the agency on the FAR Council, without power of delegation. 

12.302  Tailoring of provisions and clauses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a) General. The provisions and clauses established in this subpart are intended to 
address,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commercial market practices for a wide 
range of potential Government acquisitions of commercial items. However, because of 
the broad range of commercial items acquired by the Government, variations in 
commercial practices, and the relative volume of the Government’s acquisitions in the 
specific market, contracting officers may, within the limitations of this subpart, and 
after conducting appropriate market research, tailor the provision at 52.212-1, 
Instructions to Offerors—Commercial Items, and the clause at 52.212-4,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Commercial Items, to adapt to the market conditions for each 
acquisition. 

(b) Tailoring 52.212-4,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Commercial Items. The 
following paragraphs of the clause at 52.212-4,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Commercial Items, implement statutory requirements and shall not be tailored— 

(1) Assignments; 

(2) Disputes; 

(3) Payment (except as provided in Subpart 32.11); 

(4) Invoice; 

(5) Other complianc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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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pliance with laws unique to Government contracts. 

(c) Tailoring inconsistent with customary commercial practic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not tailor any clause or otherwise include any additional terms or conditions in 
a solicitation or contract for commercial items in a manner that is inconsistent with 
customary commercial practice for the item being acquired unless a waiver is 
approved in accordance with agency procedures. The request for waiver must 
describe the customary commercial practice found in the marketplace, support the 
need to include a term or condition that is inconsistent with that practice and include 
a determination that use of the customary commercial practice is inconsistent with 
the needs of the Government. A waiver may be requested for an individual or class 
of contracts for that specific item. 

(d) Tailoring shall be by addenda to the solicitation and contract.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dicate in Block 27a of the SF 1449 if addenda are attached. These 
addenda may include, for example, a continuation of the schedule of 
supplies/services to be acquired from blocks 18 through 21 of the SF 1449; a 
continuation of the description of the supplies/services being acquired; further 
elaboration of any other item(s) on the SF 1449; any other terms or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ontract (such as options, ordering 
procedures for indefinite-delivery type contracts, warranties, contract financing 
arrangements, etc.). 

12.303  Contract format. 
Solicitations and contracts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prepared using this 
Part 12 shall be assembl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using the following 
format: 

(a) Standard Form (SF) 1449; 

(b) Continuation of any block from SF 1449, such as— 

(1) Block 10 if a price evaluation adjustment for small disadvantaged business 
concerns is applicabl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dicate the percentage(s) and 
applicable line item(s)), if an incentive subcontracting clause is used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dicate the applicable percentage), or if set aside for emerging small 
businesses; 

(2) Block 18B for remittance address; 

(3) Block 19 for contract line item numbers; 

(4) Block 20 for schedule of supplies/services; or 

(5) Block 25 for accounting data; 

(c) Contract clauses— 

(1) 52.212-4,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Commercial Items, by reference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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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1449 block 27a); 

(2) Any addendum to 52.212-4; and 

(3) 52.212-5,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Required to Implement Statutes and 
Executive orders; 

(d) Any contract documents, exhibits or attachments; and 

(e) Solicitation provisions— 

(1) 52.212-1, Instructions to Offerors—Commercial Items, by reference (see SF 
1449, Block 27a); 

(2) Any addendum to 52.212-1; 

(3) 52.212-2, Evaluation—Commercial Items, or other description of evaluation 
factors for award, if used; and 

(4) 52.212-3, Offeror Representations and Certifications—Commercial Items.

Subpart 12.4—Unique Requirements Regarding Terms and Conditions for Commercial 
Items 
12.401  General. 
This subpart provides— 

(a) Guidance regarding tailoring of the paragraphs in the clause at 52.212-4,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Commercial Items, when the paragraphs do not 
reflect the customary practice for a particular market; and 

(b) Guidance on the administration of contracts for commercial items in those areas 
where the terms and conditions in 52.212-4 differ substantially from those contained 
elsewhere in the FAR. 

12.402  Acceptance. 
(a) The acceptance paragraph in 52.212-4 is based upon the assumption that the 
Government will rely on the contractor’s assurances that the commercial item 
tendered for acceptance conforms to the contract requirements. The Government 
inspection of commercial items will not prejudice its other rights under the 
acceptance paragraph. Additionally, although the paragraph does not address the 
issue of rejection, the Government always has the right to refuse acceptance of 
nonconforming items. This paragraph is generally appropriate when the Government 
is acquiring noncomplex commercial items. 

(b) Other acceptance procedures may be more appropriate for the acquisition of 
complex commercial items or commercial items used in critical applications. In such 
case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clude alternative inspection procedure(s) in an 
addendum and ensure these procedures and the postaward remedies adequately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Government.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carefully 
exa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ny express warranty with regard to th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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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may have on the Government’s available postaward remedies (see 12.404). 

(c)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under other circumstances such as on an “as 
is” basis may also require acceptance procedures different from those contained in 
52.212-4.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consider the effect the specific 
circumstances will have on the acceptance paragraph as well as other paragraphs of 
the clause. 

12.403  Termination. 
(a) General. The clause at 52.212-4 permits the Government to terminate a contract 
for commercial items either for the convenience of the Government or for cause. 
However, the paragraphs in 52.212-4 entitled “Termination for the Government’s 
Convenience” and “Termination for Cause” contain concepts which differ from those 
contained in the termination clauses prescribed in Part 49. Consequently, the 
requirements of Part 49 do not apply when terminating contracts for commercial 
items and contracting officers shall follow the procedures in this section. Contracting 
officers may continue to use Part 49 as guidance to the extent that Part 49 does not 
conflict with this section and the language of the termination paragraphs in 52.212-4. 

(b) Policy.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exercise the Government’s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for commercial items either for convenience or for cause only 
when such a termination would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Government.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consult with counsel prior to terminating for cause. 

(c) Termination for cause. 

(1) The paragraph in 52.212-4 entitled “Excusable Delay” requires contractors notify 
the contracting officer as soon as possible after commencement of any excusable 
delay. In most situations, this requirement should eliminate the need for a show 
cause notice prior to terminating a contract.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send a 
cure notice prior to terminating a contract for a reason other than late delivery. 

(2) The Government’s rights after a termination for cause shall include all the 
remedies available to any buyer in the marketplace. The Government’s preferred 
remedy will be to acquire similar items from another contractor and to charge the 
defaulted contractor with any excess reprocurement costs together with any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incurred because of the termination. 

(3) When a termination for cause is appropriat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send 
the contractor a written notification regarding the termination. At a minimum, this 
notification shall— 

(i) Indicate the contract is terminated for cause; 

(ii) Specify the reasons for the termination; 

(iii) Indicate which remedies the Government intends to seek or provide a date by 
which the Government will inform the contractor of the remedy; and 

(iv) State that the notice constitutes a final decision of the contracting offic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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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contractor has the right to appeal under the Disputes clause (see 33.211). 

(d) Termination for the Government’s convenience. 

(1) When the contracting officer terminates a contract for commercial items for the 
Government’s convenience, the contractor shall be paid— 

(i) 
(A) The percentage of the contract price reflecting the percentage of the work 
performed prior to the notice of the termination for fixed-price or fixed-price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contracts; or 

(B) An amount for direct labor hours (as defined in the Schedule of the contract) 
determined by multiplying the number of direct labor hours expended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ermination by the hourly rate(s) in the Schedule; and 

(ii) Any charges the contractor can demonstrate directly resulted from the 
termination. The contractor may demonstrate such charges using its standard record 
keeping system and is not required to comply with the cost accounting standards or 
the contract cost principles in Part 31.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any right to 
audit the contractor’s records solely because of the termination for convenience. 

(2) Generally, the parties should mutually agree upon the requirements of the 
termination proposal. The parties must balance the Government’s need to obtain 
sufficient documentation to support payment to the contractor against the goal of 
having a simple and expeditious settlement. 

12.404  Warranties. 
(a) Implied warranties. The Government’s post award rights contained in 52.212-4 
are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the implied warranty of fitness for 
particular purpose and the remedies contained in the acceptance paragraph. 

(1)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provides that an item is reasonably fit 
for the ordinary purposes for which such items are used. The items must be of at 
least average, fair or medium-grade quality and must be comparable in quality to 
those that will pass without objection in the trade or market for items of the same 
description. 

(2) The implied warranty of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provides that an item is 
fit for use for the particular purpose for which the Government will use the items. 
The Government can rely upon an implied warranty of fitness for particular purpose 
when— 

(i) The seller knows the particular purpose for which the Government intends to use 
the item; and 

(ii) The Government relied upon the contractor’s skill and judgment that the item 
would be appropriate for that particular purpose. 

(3) Contracting officers should consult with legal counsel prior to asserting any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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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breach of an implied warranty. 

(b) Express warranties. The 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of 1994 (41 U.S.C. 
264 note) requires contracting officers to take advantage of commercial warranties.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solicitations for commercial items shall require 
offerors to offer the Government at least the same warranty terms, including offers 
of extended warranties, offered to the general public in customary commercial 
practice. Solicitations may specify minimum warranty terms, such as minimum 
duration, appropriate for the Government’s intended use of the item. 

(1) Any express warranty the Government intends to rely upon must meet the needs 
of the Government.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analyze any commercial warranty 
to determine if— 

(i) The warranty is adequate to protect the needs of the Government, e.g., items 
covered by the warranty and length of warranty; 

(ii) The terms allow the Government effective postaward administration of the 
warranty to include the identification of warranted items, procedures for the return 
of warranted items to the contractor for repair or replacement, and collection of 
product performance information; and 

(iii) The warranty is cost-effective. 

(2) In some markets, it may be customary commercial practice for contractors to 
exclude or limit the implied warranties contained in 52.212-4 in the provisions of an 
express warranty. In such case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ensure that the 
express warranty provides for the repair or replacement of defective items 
discovere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acceptance. 

(3) Express warranties shall be included in the contract by addendum (see 12.302).

Subpart 12.5—Applicability of Certain Laws to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and Commercially Available Off-The-Shelf Items 
12.500  Scope of subpart. 
(a) As required by sections 34 and 35 of the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Act (41 U.S.C. 430 and 431), this subpart lists provisions of law that are not 
applicable to— 

(1) Contracts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2) Subcontracts, at any tier,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and 

(3) Contracts and subcontracts, at any tier, for the acquisition of COTS items. 

(b) This subpart also lists provisions of law that have been amended to eliminate or 
modify their applicability to either contracts or subcontracts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12.501  Applic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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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is subpart applies to any contract or subcontract at any tier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b) Nothing in this subpart shall be construed to authorize the waiver of any 
provision of law with respect to any subcontract if the prime contractor is reselling 
or distributing commercial items of another contractor without adding value. This 
limitation is intended to preclude establishment of unusual contractual arrangements 
solely for the purpose of Government sales. 

(c) For purposes of this subpart, contractors awarded subcontracts under Subpart 
19.8, Contracting with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the 8(a) Program), shall be 
considered prime contractors. 

12.502  Procedures. 
(a) The FAR prescription for the provision or clause for each of the laws listed in 
12.503 has been revised in the appropriate part to reflect its proper application to 
prime contracts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b) For subcontracts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or commercial 
components, the clauses at 52.212-5,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Required to 
Implement Statutes or Executive Orders—Commercial Items, and 52.244-6, 
Subcontracts for Commercial Items and Commercial Components, reflect the 
applicability of the laws listed in 12.504 by identifying the only provisions and 
clauses that are required to be included in a subcontract at any tier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or commercial components. 

(c) The FAR prescription for the provision or clause for each of the laws listed in 
12.505 has been revised in the appropriate part to reflect its proper application to 
contracts and subcontracts for the acquisition of COTS items. 

12.503  Applicability of certain laws to Executive agency contracts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a) The following laws are not applicable to Executive agency contracts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1) 41 U.S.C. 43, Walsh-Healey Act (see Subpart 22.6). 

(2) 41 U.S.C. 254(a) and 10 U.S.C. 2306(b), Contingent Fees (see 3.404). 

(3) 41 U.S.C. 416(a)(6), Minimum Response Time for Offers under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Act (see 5.203). 

(4) 41 U.S.C. 701, et seq., Drug-Free Workplace Act of 1988 (see 23.501). 

(5) 31 U.S.C. 1354(a), Limitation on use of appropriated funds for contracts with 
entities not meeting veterans’ employment reporting requirements (see 22.1302). 

(6) 31 U.S.C. 6101 note, Pub. L. 109-282,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requirement to report subcontrac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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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ection 806(a)(3) of Pub. L. 102-190, as amended by Sections 2091 and 8105 of 
Pub. L. 103-355, Payment Protections for Subcontractors and Suppliers (see 
28.106-6). 

(8) 41 U.S.C. 254d(c)(1) and 10 U.S.C. 2313(c)(1), GAO Access to Contractor 
Employees, Section 871 of Pub. L. 110-417 (see 52.214-26 and 52.215-2). 

(b) Certain requirements of the following laws are not applicable to executive agency 
contracts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1) 40 U.S.C. 3701 et seq., Requirement for a certificate and clause under the 
Contract Work Hours and Safety Standards Act (see 22.305). 

(2) 41 U.S.C. 57(a) and (b), and 58, Requirement for a clause and certain other 
requirements related to the Anti-Kickback Act of 1986 (see 3.502). 

(3) 49 U.S.C. 40118, Requirement for a clause under the Fly American provisions 
(see 47.405). 

(c) The applicability of the following laws have been modified in regards to 
Executive agency contracts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1) 41 U.S.C. 253g and 10 U.S.C. 2402, Prohibition on Limiting Subcontractor Direct 
Sales to the United States (see 3.503). 

(2) 41 U.S.C. 254(d) and 10 U.S.C. 2306a, Truth in Negotiations Act (see 15.403). 

(3) 41 U.S.C. 422, Cost Accounting Standards (48 CFR Chapter 99) (see 12.214). 

12.504  Applicability of certain laws to subcontracts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a) The following laws are not applicable to subcontracts at any tier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or commercial components at any tier: 

(1) 10 U.S.C. 2631, Transportation of Supplies by Sea (except for the types of 
subcontracts listed at 47.504(d)). 

(2) 15 U.S.C. 644(d), Requirements relative to labor surplus areas under the Small 
Business Act (see Subpart 19.2). 

(3) [Reserved] 

(4) 41 U.S.C. 43, Walsh-Healey Act (see Subpart 22.6). 

(5) 41 U.S.C. 253d, Validation of Proprietary Data Restrictions (see Subpart 27.4). 

(6) 41 U.S.C. 254(a) and 10 U.S.C. 2306(b), Contingent Fees (see Subpart 3.4). 

(7) 41 U.S.C. 254d(c) and 10 U.S.C. 2313(c), Examination of Records of Contractor, 
when a subcontractor is not required to provide cost or pricing data (see15.209(b)), 
unless using funds appropriated or otherwise made available by the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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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Pub. L. 111-5). 

(8) 41 U.S.C. 416(a)(6), Minimum Response Time for Offers under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Act (see Subpart 5.2). 

(9) 41 U.S.C. 418a, Rights in Technical Data (see Subpart 27.4). 

(10) 41 U.S.C. 701, et seq., Drug-Free Workplace Act of 1988 (see Subpart 23.5). 

(11) 46 U.S.C. App. 1241(b), Transportation in American Vessels of Government 
Personnel and Certain Cargo (see Subpart 47.5) (except for the types of 
subcontracts listed at 47.504(d)). 

(12) 49 U.S.C. 40118, Fly American provisions (see Subpart 47.4). 

(13) Section 806(a)(3) of Pub. L. 102-190, as amended by Sections 2091 and 8105 
of Pub. L. 103-355, Payment Protections for Subcontractors and Suppliers (see 
28.106-6). 

(b) The requirements for a certificate and clause under the Contract Work Hours and 
Safety Standards Act, 40 U.S.C. 3701 et seq., (see Subpart 22.3) are not applicable 
to subcontracts at any tier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or commercial 
components. 

(c) The applicability of the following laws has been modified in regards to 
subcontracts at any tier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or commercial 
components: 

(1) 41 U.S.C. 253g and 10 U.S.C. 2402, Prohibition on Limiting Subcontractor Direct 
Sales to the United States (see Subpart 3.5). 

(2) 41 U.S.C. 254(d) and 10 U.S.C. 2306a, Truth in Negotiations Act (see Subpart 
15.4). 

(3) 41 U.S.C. 422, Cost Accounting Standards (48 CFR Chapter 99) (see 12.214). 

12.505  Applicability of certain laws to contracts for the acquisition of COTS items. 
COTS items are a subset of commercial items. Therefore, any laws listed in sections 
12.503 and 12.504 are also inapplicable or modified in their applicability to contracts 
or subcontracts for the acquisition of COTS items. In addition, the following laws are 
not applicable to contracts for the acquisition of COTS items: 

(a)(1) 41 U.S.C. 10a, portion of first sentence that reads “substantially all from 
articles, materials, or supplies mined, produced, or manufactured, as the case may 
be, in the United States,” Buy American Act-Supplies, component test (see 52.225-1 
and 52.225-3). 

(2) 41 U.S.C. 10b, portion of first sentence that reads “substantially all from articles, 
materials, or supplies mined, produced, or manufactured, as the case may be, in the 
United States,” Buy American Act-Construction Materials, component test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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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5-9 and 52.225-11). 

(b) 42 U.S.C. 6962(c)(3)(A), Certification and Estimate of Percentage of Recovered 
Material.

Subpart 12.6—Streamlined Procedures for Evaluation and Solicitation for Commercial 
Items 

12.601  General. 
This subpart provides optional procedures for (a) streamlined evaluation of offers for 
commercial items; and (b) streamlined solicitation of offers for commercial items for 
use where appropriate. These procedures are intended to simplify the process of 
preparing and issuing solicitations, and evaluating offers for commercial items 
consistent with customary commercial practices. 

12.602  Streamlined evaluation of offers. 
(a) When evaluation factors are used, the contracting officer may insert a provision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provision at 52.212-2, Evaluation—Commercial Items, in 
solicitations for commercial items or comply with the procedures in 13.106 if the 
acquisition is being made using simplified acquisition procedures. When the provision 
at 52.212-2 is used, paragraph (a) of the provision shall be tailored to the specific 
acquisition to describe the evaluation factors and relative importance of those 
factors. However, when using the simplified acquisition procedures in Part 13, 
contracting officers are not required to describ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valuation 
factors. 

(b) Offers shall be evaluated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contained in the 
solicitation. For many commercial items, the criteria need not be more detailed than 
technical (capability of the item offered to meet the agency need), price and past 
performance. Technical capability may be evaluated by how well the proposed 
products meet the Government requirement instead of predetermined subfactors. 
Solicitations for commercial items do not have to contain subfactors for technical 
capability when the solicitation adequately describes the item’s intended use. A 
technical evaluation would normally include examination of such things as product 
literature, product samples (if requested), technical features and warranty provisions. 
Past performance shall be evalu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in 13.106 or 
Subpart 15.3, as applicabl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ensure the instructions 
provided in the provision at 52.212-1, Instructions to Offerors—Commercial Items, 
and the evaluation criteria provided in the provision at 52.212-2, Evaluation—
Commercial Items, are in agreement. 

(c) Select the offer that is most advantageous to the Government based on the 
factors contained in the solicitation. Fully document the rationale for selection of the 
successful offeror including discussion of any trade-offs considered. 

12.603  Streamlined solicitation for commercial items. 
(a) When a written solicitation will be issued, the contracting officer may use the 
following procedure to reduce the time required to solicit and award contracts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This procedure combines the synopsis required 
by 5.203 and the issuance of the solicitation into a single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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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hen using the combined synopsis/solicitation procedure, the SF 1449 is not 
used for issuing the solicitation. 

(c) To use these procedure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1) Prepare the synopsis as described at 5.207. 

(2) In the Description, include the following additional information: 

(i) The following statement: 

This is a combined synopsis/solicitation for commercial item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at in Subpart 12.6, as supplemented with additional information included 
in this notice. This announcement constitutes the only solicitation; proposals are 
being requested and a written solicitation will not be issued. 

(ii) The solicitation number and a statement that the solicitation is issued as an 
invitation to bid (IFB), request for quotation (RFQ) or request for proposal (RFP). 

(iii) A statement that the solicitation document and incorporated provisions and 
clauses are those in effect through Federal Acquisition Circular _____. 

(iv) A notice regarding any set-aside and the associated NAICS code and small 
business size standard. Also include a statement regarding the Small Business 
Competitiveness Demonstration Program, if applicable. 

(v) A list of contract line item number(s) and items, quantities and units of measure, 
(including option(s), if applicable). 

(vi) Description of requirements for the items to be acquired. 

(vii) Date(s) and place(s) of delivery and acceptance and FOB point. 

(viii) A statement that the provision at 52.212-1, Instructions to Offerors—
Commercial, applies to this acquisition and a statement regarding any addenda to the 
provision. 

(ix) A statement regarding the applicability of the provision at 52.212-2, Evaluation—
Commercial Items, if used, and the specific evaluation criteria to be included in 
paragraph (a) of that provision. If this provision is not used, describe the evaluation 
procedures to be used. 

(x) A statement advising offerors to include a completed copy of the provision at 
52.212-3, Offeror Representations and Certifications—Commercial Items, with its 
offer. 

(xi) A statement that the clause at 52.212-4,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Commercial Items, applies to this acquisition and a statement regarding any addenda 
to the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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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A statement that the clause at 52.212-5,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Required To Implement Statutes or Executive Orders—Commercial Items, applies to 
this acquisition and a statement regarding which, if any, of the additional FAR 
clauses cited in the clause are applicable to the acquisition. 

(xiii) A statement regarding any additional contract requirement(s) or terms and 
conditions (such as contract financing arrangements or warranty requirements) 
determined by the contracting officer to be necessary for this acquisition and 
consistent with customary commercial practices. 

(xiv) A statement regarding the Defense Priorities and Allocations System (DPAS) 
and assigned rating, if applicable. 

(xv) The date, time and place offers are due. 

(xvi) The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individual to contact for information 
regarding the solicitation. 

(3) Allow response time for receipt of offers as follows: 

(i) Because the synopsis and solicitation are contained in a single document, it is not 
necessary to publicize a separate synopsis 15 days before the issuance of the 
solicitation. 

(ii) When using the combined synopsis and solicitation, contracting officers must 
establish a response time in accordance with 5.203(b) (but see 5.203(h)). 

(4) Publicize amendments to solicitations in the same manner as the initial synopsis 
and soli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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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4 Sealed Bidding

14.000  Scope of part. 
This part prescribes— 
(a) The basic requirements of contracting for supplies and services (including 
construction) by sealed bidding; 

(b) The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the solicitation (invitation for bids); 

(c) Procedures concerning the submission of bids; 

(d) Requirements for opening and evaluating bids and awarding contracts; and 

(e) Procedures for two-step sealed bidding. 

Subpart 14.1—Use of Sealed Bidding 
14.101  Elements of sealed bidding. 
Sealed bidding is a method of contracting that employs competitive bids, public 
opening of bids, and awards. The following steps are involved: 

(a) Preparation of invitations for bids. Invitations must describe the requirements of 
the Government clearly, accurately, and completely. Unnecessarily restrictive 
specifications or requirements that might unduly limit the number of bidders are 
prohibited. The invitation includes all documents (whether attached or incorporated 
by reference) furnished prospective bidders for the purpose of bidding. 

(b) Publicizing the invitation for bids. Invitations must be publicized through 
distribution to prospective bidders, posting in public places, and such other means as 
may be appropriate. Publicizing must occur a sufficient time before public opening of 
bids to enable prospective bidders to prepare and submit bids. 

(c) Submission of bids. Bidders must submit sealed bids to be opened at the time 
and place stated in the solicitation for the public opening of bids. 

(d) Evaluation of bids. Bids shall be evaluated without discussions. 

(e) Contract award. After bids are publicly opened, an award will be made with 
reasonable promptness to that responsible bidder whose bid, conforming to the 
invitation for bids, will be most advantageous to the Government, considering only 
price and the price-related factors included in the invitation. 

14.103  Policy. 
14.103-1  General. 
(a) Sealed bidding shall be used whenever the conditions in 6.401(a) are met. This 
requirement applies to any proposed contract action under Part 6. 

(b) Sealed bidding may be used for classified acquisitions if its use does not violate 
agency security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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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policy for pricing modifications of sealed bid contract appears in 
15.403-4(a)(1)(iii). 

14.103-2  Limitations. 
No awards shall be made as a result of sealed bidding unless— 

(a) Bids have been solicited as required by Subpart 14.2; 

(b) Bids have been submitted as required by Subpart 14.3; 

(c) The requirements of 1.602-1(b) and Part 6 have been met; and 

(d) An award is made to the responsible bidder (see 9.1) whose bid is responsive to 
the terms of the invitation for bids and is most advantageous to the Government, 
considering only price and the price related factors included in the invitation, as 
provided in Subpart 14.4. 

14.104  Types of contracts. 
Firm-fixed-price contracts shall be used when the method of contracting is sealed 
bidding, except that fixed-price contracts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clauses 
may be used if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16.203 when some flexibility is 
necessary and feasible. Such clauses must afford all bidders an equal opportunity to 
bid. 

14.105  Solicitations for informational or planning purposes. 
(See 15.201(e).) 

Subpart 14.2—Solicitation of Bids 
14.201  Preparation of invitations for bids. 
14.201-1  Uniform contract format. 
(a) Contracting officers shall prepare invitations for bids and contracts using the 
uniform contract format outlined in Table 14-1 to the maximum practicable extent. 
The use of the format facilitates preparation of the solicitation and contract as well 
as reference to, and use of, those documents by bidders and contractors. It need not 
be used for acquisition of the following: 

(1) Construction (see Part 36). 

(2) Shipbuilding (including design, construction, and conversion), ship overhaul, and 
ship repair. 

(3) Subsistence items. 

(4) Supplies or services requiring special contract forms prescribed elsewhere in this 
regulation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uniform contract format. 

(5) Firm-fixed-price or fixed-price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acquisitions that 
use the simplified contract format (see 1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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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TITLE

Part Ⅰ- The Schedule

A Solicitation/contract form 

B Supplies or services and prices 

C Description/specifications

D Packaging and marking 

E Inspection and acceptance

F Deliveries or performance 

G Contract administration data

H Special contract requirements 

Part Ⅱ - Contract Clauses

I Contract clauses 

Part Ⅲ - List of Documents, Exhibits, and Other Attachments

J List of documents, exhibits, and other attachments 

Part Ⅳ - Representations and Instructions

K
Representations, certifications, and other statements of 

bidders 

L Instructions, conditions, and notices to bidders 

M Evaluation factors for award 

(b) Information suitable for inclusion in invitations for bids under the uniform contract 
format shall also be included in invitations for bids not subject to that format if 
applicable. 

(c) Solicitations to which the uniform contract format applies shall include Parts I, II, 
III, and IV. If any section of the uniform contract format does not apply,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so mark that section in the solicitation. Upon award,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not physically include Part IV in the resulting contract, but 
shall retain it in the contract file. (See 14.201(c).) Award by acceptance of a bid on 
the award portion of Standard Form 33, Solicitation, Offer and Award (SF 33), 
Standard Form 26, Award/Contract (SF 26), or Standard Form 1447, 
Solicitation/Contract (SF 1447), incorporates Section K, Representations, 
certifications, and other statements of bidders, in the resultant contract even though 
not physically attached. 

Table 14-1—Uniform Contract Format

14.201-2  Part I—The Schedul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prepare the Schedule as follows: 

(a) Section A, Solicitation/contract form. 

(1) Prepare the invitation for bids on SF 33, unless otherwise permitted by this 
regulation. The SF 33 is the first page of the solicitation and includes Section A of 
the uniform contract format. When the SF 1447 is used as the solicitation document, 
the information in subdivisions (a)(2)(i) and (a)(2)(iv) of this subsection sha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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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ed in block 9 of the SF 1447. 

(2) When the SF 33 or SF 1447 is not used, include the following on the first page 
of the invitation for bids: 

(i) Name, address, and location of issuing activity, including room and building where 
bids must be submitted. 

(ii) Invitation for bids number. 

(iii) Date of issuance. 

(iv) Time specified for receipt of bids. 

(v) Number of pages. 

(vi) Requisition or other purchase authority. 

(vii) Requirement for bidder to provide its name and complete address, including 
street, city, county, state, and ZIP code. 

(viii) A statement that bidders should include in the bid the address to which 
payment should be mailed, if that address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bidder. 

(b) Section B, Supplies or services and prices. Inclu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supplies or services; e.g., item number, national stock number/part number if 
applicable, title or name identifying the supplies or services, and quantities (see Part 
11). The SF 33 and the SF 1447 may be supplemented as necessary by the Optional 
Form 336 (OF 336), Continuation Sheet (53.302-336). 

(c) Section C, Description/specifications. Include any description or specifications 
needed in addition to Section B to permit full and open competition (see Part 11). 

(d) Section D, Packaging and marking. Provide packaging, packing, preservation, and 
marking requirements, if any. 

(e) Section E, Inspection and acceptance. Include inspection, acceptance, quality 
assurance, and reliability requirements (see Part 46, Quality Assurance). 

(f) Section F, Deliveries or performance. Specify the requirements for time, place, 
and method of delivery or performance (see Subpart 11.4, Delivery or Performance 
Schedules). 

(g) Section G, Contract administration data. Include any required accounting and 
appropriation data and any required contract administration information or instructions 
other than those on the solicitation form. 

(h) Section H, Special contract requirements. Include a clear statement of any special 
contract requirements that are not included in Section I, Contract clauses, or in other 
sections of the uniform contract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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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3  Part II—Contract clauses. 
Section I, Contract clause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clude in this section the 
clauses required by law or by this regulation and any additional clauses expected to 
apply to any resulting contract, if these clauses are not required to be included in 
any other section of the uniform contract format. 

14.201-4  Part III—Documents, exhibits, and other attachments. 
Section J, List of documents, exhibits, and other attachment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list the title, date, and number of pages for each attached document. 

14.201-5  Part IV—Representations and instruction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prepare the representations and instructions as follows: 

(a) Section K, Representations, certifications, and other statements of bidders. 
Include in this section those solicitation provisions that require representations, 
certifications, or the submission of other information by bidders. 

(b) Section L, Instructions, conditions, and notices to bidders. Insert in this section 
solicitation provisions and other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not required elsewhere 
to guide bidders. Invitations shall include the time and place for bid openings, and 
shall advise bidders that bids will be evaluated without discussions (see 52.214-10 
and, for construction contracts, 52.214-19). 

(c) Section M, Evaluation factors for award. Identify the price related factors other 
than the bid price that will be considered in evaluating bids and awarding the 
contract. See 14.202-8. 

14.201-6  Solicitation provisions. 
(a) the provisions prescribed in this subsection apply to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bids in general. see other far parts for provisions and clauses related to specific 
acquisition requirements. 

(b) insert in all invitations for bids the provisions at— 

(1) 52.214-3, amendments to invitations for bids; and 

(2) 52.214-4, false statements in bids. 

(c) insert the following provisions in invitations for bids: 

(1) 52.214-5, submission of bids. 

(2) 52.214-6, explanation to prospective bidders. 

(3) 52.214-7, late submissions, modifications, and withdrawals of bids. 

(d) [reserved] 

(e) insert in all invitations for bids, except those for construction, the provisions at 



- 560 -

52.214-10, contract award—sealed bidding. 

(f) insert in invitations for bids to which the uniform contract format applies, the 
provision at 52.214-12, preparation of bids. 

(g)(1) insert the provision at 52.214-13, telegraphic bids, in invitations for bids if the 
contracting officer decides to authorize telegraphic bids. 

(2) use the provision with its alternate i in invitations for bids that are for perishable 
subsistence, and when the contracting officer considers that offerors will be unwilling 
to provide acceptance periods long enough to allow written confirmation. 

(h) insert the provision at 52.214-14, place of performance—sealed bidding, in 
invitations for bids except those in which the place of performance is specified by 
the government. 

(i) insert the provision at 52.214-15, period for acceptance of bids, in invitations for 
bids (ifb’s) that are not issued on SF 33 or SF 1447 except ifb’s— 

(1) for construction work; or 

(2) in which the government specifies a minimum acceptance period. 

(j) insert the provision at 52.214-16, minimum bid acceptance period, in invitations 
for bids, except for construction, if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a 
minimum acceptance period must be specified. 

(k) [reserved] 

(l) insert the provision at 52.214-18, preparation of bids—construction, in invitations 
for bids for construction work. 

(m) insert the provision at 52.214-19, contract award—sealed bidding—construction, 
in all invitations for bids for construction work. 
(n) [reserved] 

(o)(1) insert the provision at 52.214-20, bid samples, in invitations for bids if bid 
samples are required. 

(2) if it appears that the conditions in 14.202-4(e)(1) will apply and the contracting 
officer anticipates granting waivers and— 

(i) if the nature of the required product does not necessitate limiting the grant of a 
waiver to a product produced at the same plant in which the product previously 
acquired or tested was produced, use the provision with its alternate i; or 

(ii) if the nature of the required product necessitates limiting the grant of a waiver 
to a product produced at the same plant in which the product previously acquired or 
tested was produced, use the provision with its alternat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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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e 14.202-4(e)(2) regarding waiving the requirement for all bidders. 

(p)(1) insert the provision at 52.214-21, descriptive literature, in invitations for bids 
if— 

(i) descriptive literature is required to evaluate the technical acceptability of an 
offered product; and 

(ii) the required information will not be readily available unless it is submitted by 
bidders. 

(2) use the basic clause with its alternate i if the possibility exists that the 
contracting officer may waive the requirement for furnishing descriptive literature for 
a bidder offering a previously supplied product that meets specification requirements 
of the current solicitation. 

(3) see 14.202-5(d)(2) regarding waiving the requirement for all bidders. 

(q) insert the provision at 52.214-22, evaluation of bids for multiple awards, in 
invitations for bids if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multiple awards might 
be made if doing so is economically advantageous to the government. 

(r) insert the provision at 52.214-23, late submissions, modifications, revisions, and 
withdrawals of technical proposals under two-step sealed bidding, in solicitations for 
technical proposals in step one of two-step sealed bidding. 

(s) insert the provision at 52.214-24, multiple technical proposals, in solicitations for 
technical proposals in step one of two-step sealed bidding if the contracting officer 
permits the submission of multiple technical proposals. 

(t) insert the provision at 52.214-25, step two of two-step sealed bidding, in 
invitations for bids issued under step two of two-step sealed bidding. 

(u) [reserved] 
(v) insert the provision at 52.214-31, facsimile bids, in solicitations if facsimile bids 
are authorized (see 14.202-7). 

(w) insert the provision at 52.214-34, submission of offers in the english language, 
in solicitations that include any of the clauses prescribed in 25.1101 or 25.1102. it 
may be included in other solicitations when the contracting officer decides that it is 
necessary. 

(x) insert the provision at 52.214-35, submission of offers in u.s. currency, in 
solicitations that include any of the clauses prescribed in 25.1101 or 25.1102, unless 
the contracting officer includes the clause at 52.225-17, Evaluation of Foreign 
Currency Offers, as prescribed in 25.1103(d). It may be included in other 
solicitations when the contracting officer decides that it is necessary. 
14.201-7  Contract clauses. 
(a) When contracting by sealed bidding,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14-26, Audit and Records—Sealed Bidding,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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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s: 

(1) Use the basic clause if— 

(i) The acquisition will not use funds appropriated or otherwise made available by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Pub. L. 111-5); and 

(ii) The contract amount is expected to exceed the threshold at 15.403-4(a)(1) for 
submission of cost or pricing data. 

(2) If the acquisition will use funds appropriated or otherwise made available by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 in all solicitations and contracts. 

(b)(1) When contracting by sealed bidding,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14-27, Price Reduction for Defective Cost or Pricing Data—
Modifications—Sealed Bidding,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if the contract amount is 
expected to exceed the threshold for submission of cost or pricing data at 
15.403-4(a)(1). 

(2) In exceptional cases, the head of the contracting activity may waive the 
requirement for inclusion of the clause in a contract with a foreign government or 
agency of that government. The authorizations for the waiver and the reasons for 
granting it shall be in writing. 

(c)(1) When contracting by sealed bidding,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14-28, Subcontractor Cost or Pricing Data—Modifications—Sealed 
Bidding,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if the contract amount is expected to exceed 
the threshold for submission of cost or pricing data at 15.403-4(a)(1). 

(2) In exceptional cases, the head of the contracting activity may waive the 
requirement for inclusion of the clause in a contract with a foreign government or 
agency of that government. The authorizations for the waiver and the reasons for 
granting it shall be in writing. 

(d) When contracting by sealed bidding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14-29, Order of Precedence—Sealed Bidding,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to 
which the uniform contract format applies. 

14.201-8  Price related factors. 
The factors set forth in paragraphs (a) through (e) of this subsection may be 
applicable in evaluation of bids for award and shall be included in the solicitation 
when applicable. (See 14.201-5(c).) 

(a) Foreseeable costs or delays to the Government resulting from such factors as 
differences in inspection, locations of supplies, and transportation. If bids are on an 
f.o.b. origin basis (see 47.303 and 47.305), transportation costs to the designated 
points shall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lowest cost to the Government. 

(b) Changes made, or requested by the bidder, in any of the provision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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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for bids, if the change does not constitute a ground for rejection under 
14.404. 

(c) Advantages or disadvantages to the Government that might result from making 
more than one award (see 14.201-6(q)).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assume, for the 
purpose of making multiple awards, that $500 would be the administrative cost to the 
Government for issuing and administering each contract awarded under a solicitation. 
Individual awards shall be for the items or combinations of items that result in the 
lowest aggregate cost to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assumed administrative costs. 

(d) Federal, state, and local taxes (see Part 29). 

(e) Origin of supplies, and, if foreign, the application of the Buy American Act or any 
other prohibition on foreign purchases (see Part 25). 

14.201-9  Simplified contract format. 
Policy. For firm-fixed-price or fixed-price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acquisitions of supplies and services, the contracting officer may use the simplified 
contract format in lieu of the uniform contract format (see 14.201-1). The 
contracting officer has flexibility in preparation and organization of the simplified 
contract format. However, the following format should be used to the maximum 
practical extent: 

(a) Solicitation/contract form. Standard Form (SF) 1447, Solicitation/Contract, shall be 
used as the first page of the solicitation. 

(b) Contract schedule. Include the following for each contract line item: 

(1) Contract line item number. 

(2) Description of supplies or services, or data sufficient to identify the requirement. 

(3) Quantity and unit of issue. 

(4) Unit price and amount. 

(5) Packaging and marking requirements. 

(6) Inspection and acceptance, quality assurance, and reliability requirements. 

(7) Place of delivery, performance and delivery dates, period of performance, and 
f.o.b. point. 

(8) Other item-peculiar information as necessary (e.g., individual fund citations). 

(c) Clauses. Include the clauses required by this regulation. Additional clauses shall 
be incorporated only when considered absolutely necessary to the particular 
acquisition. 

(d) List of documents and attachments. Include if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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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epresentations and instructions— 

(1) Representations and certifications. Insert those solicitation provisions that require 
representations, certifications, or the submission of other information by offerors. 

(2) Instructions, conditions, and notices. Include the solicitation provisions required 
by 14.201-6. Include any other information/instructions necessary to guide offerors. 

(3) Evaluation factors for award. Insert all evaluation factors and any significant 
subfactors for award. 

(4) Upon award, the contracting officer need not physically include the provisions in 
paragraphs (e)(1), (2), and (3) of this subsection in the resulting contract, but shall 
retain them in the contract file. Award by acceptance of a bid on the award portion 
of SF 1447 incorporates the representations, certifications, and other statements of 
bidders in the resultant contract even though not physically attached. 

14.202  General rules for solicitation of bids. 
14.202-1  Bidding time. 
(a) Policy. A reasonable time for prospective bidders to prepare and submit bids 
shall be allowed in all invitations, consistent with the needs of the Government. (For 
construction contracts, see 36.213-3(a).) A bidding time (i.e., the time between 
issuance of the solicitation and opening of bids) of at least 30 calendar days shall be 
provided, when synopsis is required by Subpart 5.2. 

(b) Factors to be considered. Because of unduly limited bidding time, some potential 
sources may be precluded from bidding and others may be forced to include 
amounts for contingencies that, with additional time, could be eliminated. To avoid 
unduly restricting competition or paying higher-than-necessary prices,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such factors as the following in establishing a reasonable bidding 
time: 

(1) Degree of urgency; 

(2) Complexity of requirement; 

(3) Anticipated extent of subcontracting; 

(4) Whether use was made of presolicitation notices; 

(5) Geographic distribution of bidders; and 

(6) Normal transmittal time for both invitations and bids. 

14.202-2  Telegraphic bids. 
(a) Telegraphic bids and mailgrams shall be authorized only when— 

(1) The date for the opening of bids will not allow bidders sufficient time to submit 
bids in the prescribed forma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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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ices are subject to frequent changes. 

(b) If telegraphic bids are to be authorized, see 14.201-6(g). Unauthorized 
telegraphic bids shall not be considered (see 14.301(b)). 

14.202-3  Bid envelopes. 
(a) Postage or envelopes bearing “Postage and Fees Paid” indicia shall not be 
distributed with the invitation for bids or otherwise supplied to prospective bidders. 

(b) To provide for ready identification and proper handling of bids, Optional Form 17, 
Offer Label, may be furnished with each bid set. The form may be obtained from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see 53.107). 

14.202-4  Bid samples. 
(a) Policy. 

(1) Bidders shall not be required to furnish bid samples unless there ar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that cannot be described adequately in the 
specification or purchase description. 

(2) Bid samples will be used only to determine the responsiveness of the bid and 
will not be used to determine a bidder’s ability to produce the required items. 

(3) Bid samples may be examined for any required characteristic, whether or not 
such characteristic is adequately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if lis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d)(1)(ii) of this section. 

(4) Bids will be rejected as nonresponsive if the sample fails to conform to each of 
the characteristics listed in the invitation. 

(b) When to use. The use of bid samples would be appropriate for products that 
must be suitable from the standpoint of balance, facility of use, general “feel,” color, 
pattern, or other characteristics that cannot be described adequately in the 
specification. However, when more than a minor por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cannot be adequately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products should be 
acquired by two-step sealed bidding or negotiation, as appropriate. 

(c) Justification. The reasons why acceptable products cannot be acquired without 
the submission of bid samples shall be set forth in the contract file, except where 
the submission is required by the formal specifications (Federal, Military, or other) 
applicable to the acquisition. 

(d) Requirements for samples in invitations for bids. 

(1) Invitations for bids shall— 

(i) State the number and, if appropriate, the size of the samples to be submitted and 
otherwise fully describe the samples requir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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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List all the characteristics for which the samples will be examined. 

(2) If bid samples are required, see 14.201-6(o). 

(e) Waiver of requirement for bid samples. 

(1) The requirement for furnishing bid samples may be waived when a bidder offers 
a product previously or currently being contracted for or tested by the Government 
and found to comply with specification requirements conforming in every material 
respect with those in the current invitation for bids. When the requirement may be 
waived, see 14.201-6(o)(2). 

(2) Where samples required by a Federal, Military, or other formal specification are 
not considered necessary and a waiver of the sample requirements of the 
specification has been authorized, a statement shall be included in the invitation that 
notwithstanding the requirements of the specification, samples will not be required. 

(f) Unsolicited samples. Bid samples furnished with a bid that are not required by 
the invitation generally will not be considered as qualifying the bid and will be 
disregarded. However, the bid sample will not be disregarded if it is clear from the 
bid or accompanying papers that the bidder’s intention was to qualify the bid. (See 
14.404-2(d) if the qualification does not conform to the solicitation.) 

(g) Handling bid samples. 

(1) Samples that are not destroyed in testing shall be returned to bidders at their 
request and expense,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invitation. 

(2) Disposition instructions shall be requested from bidders and samples disposed of 
accordingly. 

(3) Samples ordinarily will be returned collect to the address from which received if 
disposition instructions are not received within 30 days. Small items may be returned 
by mail, postage prepaid. 

(4) Samples that are to be retained for inspection purposes in connection with 
deliveries shall be transmitted to the inspecting activity concerned, with instructions 
to retain the sample until completion of the contract or until disposition instructions 
are furnished. 

(5) Where samples are consumed or their usefulness is impaired by tests, they will 
be disposed of as scrap unless the bidder requests their return. 

14.202-5  Descriptive literature. 
(a) Policy. Contracting officers must not require bidders to furnish descriptive 
literature unless it is needed before award to determine whether the products 
offered meet the specification and to establish exactly what the bidder proposes to 
furnish. 

(b) Justification.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document in the contract file the 



- 567 -

reasons why product acceptability cannot be determined without the submission of 
descriptive literature, except when the contract specifications require submission. 

(c) Requirements of invitation for bids. 

(1) The invitation must clearly state— 

(i) What descriptive literature the bidders must furnish; 

(ii) The purpose for requiring the literature; 

(iii) The extent of its consideration in the evaluation of bids; and 

(iv) The rules that will apply if a bidder fails to furnish the literature before bid 
opening or if the literature provided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invitation. 

(2) If bidders must furnish descriptive literature, see 14.201-6(p). 

(d) Waiver of requirement for descriptive literature. 

(1) The contracting officer may waive the requirement for descriptive literature if— 

(i) The bidder states in the bid that the product being offered is the same as a 
product previously or currently being furnished to the contracting activity; and 

(ii)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the product offered by the bidder 
complies with the specification requirements of the current invitation for bids. When 
the contracting officer waives the requirement, see 14.201-6(p)(2). 

(2) When descriptive literature is not necessary and a waiver of literature 
requirements of a specification has been authorized,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include a statement in the invitation that, despite the requirements of the 
specifications, descriptive literature will not be required. 

(3) If the solicitation provides for a waiver, a bidder may submit a bid on the basis 
of either the descriptive literature furnished with the bid or a previously furnished 
product. If the bid is submitted on one basis, the bidder may not have it considered 
on the other basis after bids are opened. 

(e) Unsolicited descriptive literature. If descriptive literature is furnished when it is 
not required by the invitation for bids, the procedures set forth in 14.202-4(f) must 
be followed. 

14.202-6  Final review of invitations for bids. 
Each invitation for bids shall be thoroughly reviewed before issuance to detect and 
correct discrepancies or ambiguities that could limit competition or result in the 
receipt of nonresponsive bids. Contracting officers are responsible for the reviews. 

14.202-7  Facsimile b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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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less prohibited or otherwise restricted by agency procedures, contracting 
officers may authorize facsimile bids (see 14.201-6(v)).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authorize facsimile bid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consider factors such as
— 

(1) Anticipated bid size and volume; 

(2) Urgency of the requirement; 

(3) Frequency of price changes; 

(4) Availability, reliability, speed, and capacity of the receiving facsimile equipment; 
and 

(5) Adequacy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controls for receiving, identifying, 
recording, and safeguarding facsimile bids, and ensuring their timely delivery to the 
bids opening location. 

(b) If facsimile bids are authorized, contracting officers may, after the date set for 
bid opening, request the apparently successful offeror to provide the complete, 
original signed bid. 

14.202-8  Electronic bids. 
In accordance with Subpart 4.5, contracting officers may authorize use of electronic 
commerce for submission of bids. If electronic bids are authorized, the solicitation 
shall specify the electronic commerce method(s) that bidders may use. 

14.203  Methods of soliciting bids. 
14.203-1  Transmittal to prospective bidders. 
Invitations for bids or presolicitation notices must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5.102. When a contracting office is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any solicitation sent 
to a prospective bidder located outside the United States shall be sent by electronic 
data interchange or air mail if security classification permits. 

14.203-2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concerning invitations for bids. 
Procedures concerning display of invitations for bids in a public place, information 
releases to newspapers and trade journals, paid advertisements, and synopsizing 
through the Governmentwide point of entry (GPE) are set forth in 5.101 and Subpart 
5.2. 

14.203-3  Master solicitation. 
The master solicitation is provided to potential sources who are requested to retain 
it for continued and repetitive use. Individual solicitations must reference the date of 
the current master solicitation and identify any changes.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 

(a) Make available copies of the master solicitation on request; and 

(b) Provide the cognizant contract administration activity a current cop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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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solicitation. 

14.204  Records of invitations for bids and records of bids. 
(a) Each contracting office shall retain a record of each invitation that it issues and 
each abstract or record of bids. Contracting officers shall review and utilize the 
information available in connection with subsequent acquisitions of the same or 
similar items. 

(b) The file for each invitation shall show the distribution that was made and the 
date the invitation was issued. The names and addresses of prospective bidders who 
requested the invitation and were not included on the original solicitation list shall be 
added to the list and made a part of the record. 

14.205  Presolicitation notices. 
In lieu of initially forwarding complete bid sets, the contracting officer may send 
presolicitation notices to concerns. The notice shall— 

(a) Specify the final date for receipt of requests for a complete bid set; 

(b) Briefly describe the requirement and furnish other essential information to enable 
concerns to determine whether they have an interest in the invitation; and 

(c) Normally not include drawings, plans, and specifications. The return date of the 
notice must be sufficiently in advance of the mailing date of the invitation for bids to 
permit an accurate estimate of the number of bid sets required. Bid sets shall be 
sent to concerns that request them in response to the notice. 

14.206  [Reserved] 
14.207  Pre-bid conference. 
A pre-bid conference may be used, generally in a complex acquisition, as a means 
of briefing prospective bidders and explaining complicated specifications and 
requirements to them as early as possible after the invitation has been issued and 
before the bids are opened. It shall never be used as a substitute for amending a 
defective or ambiguous invitation. The conference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prescribed in 15.201. 

14.208  Amendment of invitation for bids. 
(a) If it becomes necessary to make changes in quantity, specifications, delivery 
schedules, opening dates, etc., or to correct a defective or ambiguous invitation, 
such changes shall be accomplished by amendment of the invitation for bids using 
Standard Form 30, Amendment of Solicitation/ Modification of Contract. The fact that 
a change was mentioned at a pre-bid conference does not relieve the necessity for 
issuing an amendment. Amendments shall be sent, before the time for bid opening, to 
everyone to whom invitations have been furnished and shall be displayed in the bid 
room. 

(b) Before amending an invitation for bids, the period of time remaining until bid 
opening and the need to extend this period shall be considered. When only a short 
time remains before the time set for bid opening,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notifying bidders of an extension of time by telegrams or telephone. Such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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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be confirmed in the amendment. 

(c) Any information given to a prospective bidder concerning an invitation for bids 
shall be furnished promptly to all other prospective bidders as an amendment to the 
invitation (1) if such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bidders to submit bids or (2) if the 
lack of such information would be prejudicial to uninformed bidders. The information 
shall be furnished even though a pre-bid conference is held. No award shall be 
made on the invitation unless such amendment has been issued in sufficient time to 
permit all prospective bidders to consider such information in submitting or modifying 
their bids. 

14.209  Cancellation of invitations before opening. 
(a) The cancellation of an invitation for bids usually involves a loss of time, effort, 
and money spent by the Government and bidders. Invitations should not be cancelled 
unless cancellation is clearly in the public interest; e.g., 

(1) Where there is no longer a requirement for the supplies or services; or 

(2) Where amendments to the invitation would be of such magnitude that a new 
invitation is desirable. 

(b) When an invitation issued other than electronically is cancelled, bids that have 
been received shall be returned unopened to the bidders and notice of cancellation 
shall be sent to all prospective bidders to whom invitations were issued. When an 
invitation issued electronically is cancelled, a general notice of cancellation shall be 
posted electronically, the bids received shall not be viewed, and the bids shall be 
purged from primary and backup data storage systems. 

(c) The notice of cancellation shall—(1) identify the invitation for bids by number 
and short title or subject matter, (2) briefly explain the reason the invitation is being 
cancelled, and (3) where appropriate, assure prospective bidders that they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bid on any resolicitation of bids or any future requirements 
for the type of supplies or services involved. Cancellations shall be recorded in 
accordance with 14.403(d). 

14.210  Qualified products. 
(See Subpart 9.2.) 

14.211  Release of acquisition information. 
(a) Before solicitation. Information concerning proposed acquisitions shall not be 
released outside the Government before solicitation except for presolicitation notices 
in accordance with 14.205 or 36.213-2, or long-range acquisition estimates in 
accordance with 5.404, or synopses in accordance with 5.201. Within the 
Government, such information shall be restricted to those having a legitimate 
interest. Releases of information shall be made (1) to all prospective bidders, and (2) 
as nearly as possible at the same time, so that one prospective bidder shall not be 
given unfair advantage over another. See 3.104 regarding requirements for 
proprietary and source selection information including access to and disclosure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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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fter solicitation. Discussions with prospective bidders regarding a solicitation 
shall be conducted and technical or other information shall be transmitted only by 
the contracting officer or superiors having contractual authority or by others 
specifically authorized. Such personnel shall not furnish any information to a 
prospective bidder that alone or together with other information may afford an 
advantage over others. However, general information that would not be prejudicial to 
other prospective bidders may be furnished upon request; e.g., explanation of a 
particular contract clause or a particular condition of the schedule in the invitation 
for bids, and more specific information or clarifications may be furnished by 
amending the solicitation (see 14.208). 

14.212  Economic purchase quantities (supplies). 
Contracting officers shall comply with the economic purchase quantity planning 
requirements for supplies in Subpart 7.2. See 7.203 for instructions regarding use of 
the provision at 52.207-4, Economic Purchase Quantity—Supplies, and 7.204 for 
guidance on handling responses to that provision. 

Subpart 14.3—Submission of Bids 
14.301  Responsiveness of bids. 
(a) To be considered for award, a bid must comply in all material respects with the 
invitation for bids. Such compliance enables bidders to stand on an equal footing and 
maintain the integrity of the sealed bidding system. 

(b) Telegraphic bids shall not be considered unless permitted by the invitation. The 
term “telegraphic bids” means bids submitted by telegram or by mailgram. 

(c) Facsimile bids shall not be considered unless permitted by the solicitation (see 
14.202-7). 

(d) Bids should be filled out, executed, and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in the invitation. If a bidder uses its own bid form or a letter to submit 
a bid, the bid may be considered only if— 

(1) The bidder accepts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vitation; and 

(2) Award on the bid would result in a binding contract with terms and conditions 
that do not vary from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vitation. 

(e) Bids submitted by electronic commerce shall be considered only if the electronic 
commerce method was specifically stipulated or permitted by the solicitation. 

14.302  Bid submission. 
(a) Bids shall be submitted so that they will be received in the office designated in 
the invitation for bids (referred to in paragraphs (b) and (c) of this section as the 
“designated office”) not later than the exact time set for opening of bids. 

(b) Except as specified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if telegraphic bids are 
authorized, a telegraphic bid that is communicated by means of a telephone call to 
the designated office shall be considere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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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gency regulations authorize such consideration; 

(2) The telephone call is made by the telegraph office that received the telegraphic 
bid; 

(3) The telephone call is received by the designated office not later than the time 
set for the bid opening; 

(4) The telegraph office that received the telegraphic bid sends the designated office 
the telegram that formed the basis for the telephone call; 

(5) The telegram indicates on its face that it was received in the telegraph office 
before the telephone call was received by the designated office; and 

(6) The bid in the telegram is identical in all essential respects to the bid received 
in the telephone call from the telegraph office. 

(c) If the conditions in paragraph (b) of this section apply and the bid received by 
telephone is the apparent low bid, award may not be made until the telegram is 
received by the designated office; however, if the telegram is not received by the 
designated office within 5 days after the bid opening date, the bid shall be rejected. 

14.303  Modification or withdrawal of bids. 
(a) Bids may be modified or withdrawn by any method authorized by the solicitation, 
if notice is received in the office designated in the solicitation not later than the 
exact time set for opening of bids. Unless proscribed by agency regulations, a 
telegraphic modification or withdrawal of a bid received in such office by telephone 
from the receiving telegraph office shall be considered. However, the message shall 
be confirmed by the telegraph company by sending a copy of the written telegram 
that formed the basis for the telephone call. If the solicitation authorizes facsimile 
bids, bids may be modified or withdrawn via facsimile received at any time before 
the exact time set for receipt of bids, subject to the conditions specified in the 
provision prescribed in 14.201-6(v). Modifications received by telegram (including a 
record of those telephoned by the telegraph company) or facsimile shall be sealed in 
an envelope by a proper official. The official shall write on the envelope (1) the 
date and time of receipt and by whom, and (2) the number of the invitation for bids, 
and shall sign the envelope. No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nvelope shall be 
disclosed before the time set for bid opening. 

(b) A bid may be withdrawn in person by a bidder or its authorized representative if, 
before the exact time set for opening of bids, the identity of the persons requesting 
withdrawal is established and that person signs a receipt for the bid. 

(c) Upon withdrawal of an electronically transmitted bid, the data received shall not 
be viewed and shall be purged from primary and backup data storage systems. 

14.304  Submission, modification, and withdrawal of bids. 
(a) Bidders are responsible for submitting bids, and any modifications or withdrawals, 
so as to reach the Government office designated in the invitation for bid (IFB) by 
the time specified in the IFB. They may use any transmission method autho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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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FB (i.e., regular mail, electronic commerce, or facsimile). If no time is specified 
in the IFB, the time for receipt is 4:30 p.m., local time, for the designated 
Government office on the date that bids are due. 

(b)(1) Any bid, modification, or withdrawal of a bid received at the Government 
office designated in the IFB after the exact time specified for receipt of bids is 
“late” and will not be considered unless it is received before award is made,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accepting the late bid would not unduly delay the 
acquisition; and— 

(i) If it was transmitted through an electronic commerce method authorized by the 
IFB, it was received at the initial point of entry to the Government infrastructure not 
later than 5:00 p.m. one working day prior to the date specified for receipt of bids; 
or 

(ii) There is acceptable evidence to establish that it was received at the Government 
installation designated for receipt of bids and was under the Government’s control 
prior to the time set for receipt of bids. 

(2) However, a late modification of an otherwise successful bid, that makes its terms 
more favorable to the Government, will be considered at any time it is received and 
may be accepted. 

(c) Acceptable evidence to establish the time of receipt at the Government 
installation includes the time/date stamp of that installation on the bid wrapper, other 
documentary evidence of receipt maintained by the installation, or oral testimony or 
statements of Government personnel. 

(d) If an emergency or unanticipated event interrupts normal Government processes 
so that bids cannot be received at the Government office designated for receipt of 
bids by the exact time specified in the IFB, and urgent Government requirements 
preclude amendment of the bid opening date, the time specified for receipt of bids 
will be deemed to be extended to the same time of day specified in the IFB on the 
first work day on which normal Government processes resume. 

(e) Bids may be withdrawn by written notice received at any time before the exact 
time set for receipt of bids. If the IFB authorizes facsimile bids, bids may be 
withdrawn via facsimile received at any time before the exact time set for receipt of 
bids, subject to the conditions specified in the provision at 52.214-31, Facsimile 
Bids. A bid may be withdrawn in person by a bidder or its authorized representative 
if, before the exact time set for receipt of bids, the identity of the person requesting 
withdrawal is established and the person signs a receipt for the bid. Upon 
withdrawal of an electronically transmitted bid, the data received must not be viewed 
and, where practicable, must be purged from primary and backup data storage 
systems. 

(f)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promptly notify any bidder if its bid, modification, or 
withdrawal was received late, and must inform the bidder whether its bid will be 
considered, unless contract award is imminent and the notices prescribed in 14.409 
would su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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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Late bids and modifications that are not considered must be held unopened, 
unless opened for identification, until after award and then retained with other 
unsuccessful bids. However, any bid bond or guarantee must be returned. 

(h) If available, the following must be included in the contract files for each late bid, 
modification, or withdrawal: 

(1) The date and hour of receipt. 

(2) A statement, with supporting rationale, regarding whether the bid was considered 
for award. 

(3) The envelope, wrapper, or other evidence of the date of receipt.

Subpart 14.4—Opening of Bids and Award of Contract 
14.400  Scope of subpart. 
This subpart contains procedures for the receipt, handling, opening, and disposition 
of bids including mistakes in bids, and subsequent award of contracts. 

14.401  Receipt and safeguarding of bids. 
(a) All bids (including modifications) received before the time set for the opening of 
bids shall be kept secure.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b) of this section, the 
bids shall not be opened or viewed, and shall remain in a locked bid box, a safe, or 
in a secured, restricted-access electronic bid box. If an invitation for bids is 
cancelled, bids shall be returned to the bidders. Necessary precautions shall be 
taken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bid box or safe. Before bid opening, information 
concerning the identity and number of bids received shall be made available only to 
Government employees. Such disclosure shall be only on a “need to know” basis. 
When bid samples are submitted, they shall be handled with sufficient care to 
prevent disclosure of characteristics before bid opening. 

(b) Envelopes marked as bids but not identifying the bidder or the solicitation may 
be opened solely for the purpose of identification, and then only by an official 
designated for this purpose. If a sealed bid is opened by mistake (e.g., because it is 
not marked as being a bid), the envelope shall be signed by the opener, whose 
position shall also be written thereon, and delivered to the designated official. This 
official shall immediately write on the envelope (1) an explanation of the opening, (2) 
the date and time opened, and (3) the invitation for bids number, and shall sign the 
envelope. The official shall then immediately reseal the envelope. 

14.402  Opening of bids. 
14.402-1  Unclassified bids. 
(a) The bid opening officer shall decide when the time set for opening bids has 
arrived and shall inform those present of that decision. The officer shall then (1) 
personally and publicly open all bids received before that time, (2) if practical, read 
the bids aloud to the persons present, and (3) have the bids recorded. The original 
of each bid shall be carefully safeguarded, particularly until the abstract of bids 
required by 14.403 has been made and its accuracy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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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erformance of the procedure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may be delegated 
to an assistant, but the bid opening officer remains fully responsible for the actions 
of the assistant. 

(c) Examination of bids by interested persons shall be permitted if it does not 
interfere unduly with the conduct of Government business. Original bids shall not be 
allowed to pass out of the hands of a Government official unless a duplicate bid is 
not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The original bid may be examined by the public 
only under the immediate supervision of a Government official and under conditions 
that preclude possibility of a substitution, addition, deletion, or alteration in the bid. 

14.402-2  Classified bids. 
The general public may not attend bid openings for classified acquisitions. A bidder 
or its representative may attend and record the results if the individual has the 
appropriate security clearance. The contracting officer also may make the bids 
available at a later time to properly cleared individuals who represent bidders. No 
public record shall be made of bids or bid prices received in response to classified 
invitations for bids. 

14.402-3  Postponement of openings. 
(a) A bid opening may be postponed even after the time scheduled for bid opening 
(but otherwise in accordance with 14.208) when— 

(1) The contracting officer has reason to believe that the bids of an important 
segment of bidders have been delayed in the mails, or in the communications system 
specified for transmission of bids, for causes beyond their control and without their 
fault or negligence (e.g., flood, fire, accident, weather conditions, strikes, or 
Government equipment blackout or malfunction when bids are due); or 

(2) Emergency or unanticipated events interrupt normal governmental processes so 
that the conduct of bid opening as scheduled is impractical. 

(b) At the time of a determination to postpone a bid opening under paragraph (a)(1) 
of this section, an announcement of the determination shall be publicly posted. If 
practical before issuance of a formal amendment of the invitation, the determination 
shall be otherwise communicated to prospective bidders who are likely to attend the 
scheduled bid opening. 

(c) In the case of paragraph (a)(2) of this section, and when urgent Government 
requirements preclude amendment of the solicitation as prescribed in 14.208, the 
time specified for opening of bids will be deemed to be extended to the same time 
of day specified in the solicitation on the first work day on which normal 
Government processes resume. In such cases, the time of actual bid opening shall be 
deemed to be the time set for bid opening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late bids” 
under 14.304. A note should be made on the abstract of bids or otherwise added to 
the file explaining the circumstances of the postponement. 

14.403  Recording of bids. 
(a) Standard Form 1409, Abstract of Offers, or Optional Form 1419, Abstract of 
Offers—Construction (or automated equivalent), shall be completed and certified a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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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accuracy by the bid opening officer as soon after bid opening as practicable. 
Where bid items are too numerous to warrant complete recording of all bids, 
abstract entries for individual bids may be limited to item numbers and bid prices. In 
preparing these forms, the extra columns and SF 1410, Abstract of Offers—
Continuation, and OF 1419A, Abstract of Offer—Construction, Continuation Sheet, 
may be used to label and record such information as the contracting activity deems 
necessary. 

(b) Abstracts of offers for unclassified acquisitions shall be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Such abstracts shall not contain information regarding failure to meet 
minimum standards of responsibility, apparent collusion of bidders, or other notations 
properly exempt from disclosure to the public in accordance with agency regulations 
implementing Subpart 24.2. 

(c) The forms identified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need not be used by the 
Defense Energy Support Center for acquisitions of coal or petroleum products or by 
the Defense Supply Center Philadelphia for perishable subsistence items. 

(d) If an invitation for bids is cancelled before the time set for bid opening, this fact 
shall be recorded together with a statement of the number of bids invited and the 
number of bids received. 

14.404  Rejection of bids. 
14.404-1  Cancellation of invitations after opening. 
(a)(1) Preservation of the integrity of the competitive bid system dictates that, after 
bids have been opened, award must be made to that responsible bidder who 
submitted the lowest responsive bid,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to reject all 
bids and cancel the invitation. 

(2) Every effort shall be made to anticipate changes in a requirement before the 
date of opening and to notify all prospective bidders of any resulting modification or 
cancellation. This will permit bidders to change their bids and prevent unnecessary 
exposure of bid prices. 

(3) As a general rule, after the opening of bids, an invitation should not be cancelled 
and resolicited due solely to increased requirements for the items being acquired. 
Award should be made on the initial invitation for bids and the additional quantity 
should be treated as a new acquisition. 

(b) When it is determined before award but after opening that the requirements of 
11.201 (relating to the availability and identification of specifications) have not been 
met, the invitation shall be cancelled. 

(c) Invitations may be cancelled and all bids rejected before award but after opening 
when, consistent with subparagraph (a)(1) of this section, the agency head 
determines in writing that— 

(1) Inadequate or ambiguous specifications were cited in the invitation; 

(2) Specifications have been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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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supplies or services being contracted for are no longer required; 

(4) The invitation did not provide for consideration of all factors of cost to the 
Government, such as cost of transporting Government-furnished property to bidders’ 
plants; 

(5) Bids received indicate that the needs of the Government can be satisfied by a 
less expensive article differing from that for which the bids were invited; 

(6) All otherwise acceptable bids received are at unreasonable prices, or only one 
bid is received and the contracting officer cannot determine the reasonableness of 
the bid price; 

(7) The bids were not independently arrived at in open competition, were collusive, 
or were submitted in bad faith (see Subpart 3.3 for reports to be made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8) No responsive bid has been received from a responsible bidder; 

(9) A cost comparison as prescribed in OMB Circular A-76 and Subpart 7.3 shows 
that performance by the Government is more economical; or 

(10) For other reasons, cancellation is clearly in the public’s interest. 

(d) Should administrative difficulties be encountered after bid opening that may delay 
award beyond bidders’ acceptance periods, the several lowest bidders whose bids 
have not expired (irrespective of the acceptance period specified in the bid) should 
be requested, before expiration of their bids, to extend in writing the bid acceptance 
period (with consent of sureties, if any) in order to avoid the need for resoliciting. 

(e) Under some circumstances, completion of the acquisition after cancellation of the 
invitation for bids may be appropriate. 

(1) If the invitation for bids has been cancelled for the reasons specified in 
subparagraphs (c)(6), (7), or (8) of this subsection, and the agency head has 
authorized, in the determination in paragraph (c) of this subsection, the completion of 
the acquisition through negotia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proce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f) of this subsection. 

(2) If the invitation for bids has been cancelled for the reasons specified in 
subparagraphs (c)(1), (2), (4), (5), or (10) of this subsection, or for the reasons in 
subparagraphs (c)(6), (7), or (8) of this subsection and completion through 
negotiation is not authorized under subparagraph (e)(1) of this subsec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proceed with a new acquisition. 

(f) When the agency head h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e)(1) of 
this subsection, that an invitation for bids should be canceled and that use of 
negotiation is in the Government’s interest, the contracting officer may negotiate (in 
accordance with Part 15, as appropriate) and make award without issuing a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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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citation provided— 

(1) Each responsible bidder in the sealed bid acquisition has been given notice that 
negotiations will be conducted and has been given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negotiations; and 

(2) The award is made to the responsible bidder offering the lowest negotiated 
price. 

14.404-2  Rejection of individual bids. 
(a) Any bid that fails to conform to the essential requirements of the invitation for 
bids shall be rejected. 

(b) Any bid that does not conform to the applicable specifications shall be rejected 
unless the invitation authorized the submission of alternate bids and the supplies 
offered as alternates meet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invitation. 

(c) Any bid that fails to conform to the delivery schedule or permissible alternates 
stated in the invitation shall be rejected. 

(d) A bid shall be rejected when the bidder imposes conditions that would modify 
requirements of the invitation or limit the bidder’s liability to the Government, since 
to allow the bidder to impose such conditions would be prejudicial to other bidders. 
For example, bids shall be rejected in which the bidder— 

(1) Protects against future changes in conditions, such as increased costs, if total 
possible costs to the Government cannot be determined; 

(2) Fails to state a price and indicates that price shall be “price in effect at time of 
delivery;” 

(3) States a price but qualifies it as being subject to “price in effect at time of 
delivery;” 

(4) When not authorized by the invitation, conditions or qualifies a bid by stipulating 
that it is to be considered only if, before date of award, the bidder receives (or 
does not receive) award under a separate solicitation; 

(5) Requires that the Government is to determine that the bidder’s product meets 
applicable Government specifications; or 

(6) Limits rights of the Government under any contract clause. 

(e) A low bidder may be requested to delete objectionable conditions from a bid 
provided the conditions do not go to the substance, as distinguished from the form, 
of the bid, or work an injustice on other bidders. A condition goes to the substance 
of a bid where it affects price, quantity, quality, or delivery of the items offered. 

(f) Any bid may be rejected if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in writing that it is 
unreasonable as to price. Unreasonableness of price includes not only the total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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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bid, but the prices for individual line items as well. 

(g) Any bid may be rejected if the prices for any line items or subline items are 
materially unbalanced (see 15.404-1(g)). 

(h) Bids received from any person or concern that is suspended, debarred, proposed 
for debarment or declared ineligible as of the bid opening date shall be rejected 
unless a compelling reason determination is made (see Subpart 9.4). 

(i) Low bids received from concerns determined to be not responsible pursuant to 
subpart 9.1 shall be rejected (but if a bidder is a small business concern, see 19.6 
with respect to certificates of competency). 

(j) When a bid guarantee is required and a bidder fails to furnish the guarante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invitation for bids, the bid shall be rejected,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28.101-4. 

(k) The originals of all rejected bids, and any written findings with respect to such 
rejections, shall be preserved with the papers relating to the acquisition. 

(l) After submitting a bid, if all of a bidder’s assets or that part related to the bid 
are transferred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bid opening and the award, the 
transferee may not be able to take over the bid. Accordingly,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reject the bid unless the transfer is effected by merger, operation of law, or 
other means not barred by 41 U.S.C. 15 or 31 U.S.C. 3727. 

14.404-3  Notice to bidders of rejection of all bids. 
When it is determined necessary to reject all bid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notify 
each bidder that all bids have been rejected and shall state the reason for such 
action. 

14.404-4  Restrictions on disclosure of descriptive literature. 
When a bid is accompanied by descriptive literature (as defined in 2.101), and the 
bidder imposes a restriction that prevents the public disclosure of such literature, 
the restriction may render the bid nonresponsive. The restriction renders the bid 
nonresponsive if it prohibits the disclosure of sufficient information to permit 
competing bidders to know the essential nature and type of the products offered or 
those elements of the bid that relate to quantity, price, and delivery terms.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do not apply to unsolicited descriptive literature 
submitted by a bidder if such literature does not qualify the bid (see 14.202-5(e)). 

14.404-5  All or none qualifications. 
Unless the solicitation provides otherwise, a bid may be responsive notwithstanding 
that the bidder specifies that award will be accepted only on all, or a specified 
group, of the items. Bidders shall not be permitted to withdraw or modify “all or 
none” qualifications after bid opening since such qualifications are substantive and 
affect the rights of other bidders. 

14.405  Minor informalities or irregularities in bids. 
A minor informality or irregularity is one that is merely a matter of form and no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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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ce. It also pertains to some immaterial defect in a bid or variation of a bid 
from the exact requirements of the invitation that can be corrected or waived 
without being prejudicial to other bidders. The defect or variation is immaterial when 
the effect on price, quantity, quality, or delivery is negligible when contrasted with 
the total cost or scope of the supplies or services being acquired. The contracting 
officer either shall give the bidder an opportunity to cure any deficiency resulting 
from a minor informality or irregularity in a bid or waive the deficiency, whichever 
is to the advantage of the Government. Examples of minor informalities or 
irregularities include failure of a bidder to— 

(a) Return the number of copies of signed bids required by the invitation; 

(b) Furnish required information concerning the number of its employees; 

(c) Sign its bid, but only if— 

(1) The unsigned bid is accompanied by other material indicating the bidder’s 
intention to be bound by the unsigned bid (such as the submission of a bid 
guarantee or a letter signed by the bidder, with the bid, referring to and clearly 
identifying the bid itself); or 

(2) The firm submitting a bid has formally adopted or authorized, before the date set 
for opening of bids, the execution of documents by typewritten, printed, or stamped 
signature and submits evidence of such authorization and the bid carries such a 
signature; 

(d) Acknowledge receipt of an amendment to an invitation for bids, but only if— 

(1) The bid received clearly indicates that the bidder received the amendment, such 
as where the amendment added another item to the invitation and the bidder 
submitted a bid on the item; or 

(2) The amendment involves only a matter of form or has either no effect or merely 
a negligible effect on price, quantity, quality, or delivery of the item bid upon; and 

(e) Execute the representations with respect to Equal Opportunity and Affirmative 
Action Programs, as set forth in the clauses at 52.222-22, Previous Contracts and 
Compliance Reports, and 52.222-25, Affirmative Action Compliance. 

14.406  Receipt of an unreadable electronic bid. 
If a bid received at the Government facility by electronic data interchange is 
unreadable to the degree that conformance to the essential requirements of the 
invitation for bids cannot be ascertained, the contracting officer immediately shall 
notify the bidder that the bid will be rejected unless the bidder provides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a) Of the content of the bid as originally submitted; and 

(b) That the unreadable condition of the bid was caused by Government software or 
hardware error, malfunction, or other Government misha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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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7  Mistakes in bids. 
14.407-1  General. 
After the opening of bids, contracting officers shall examine all bids for mistakes. In 
cases of apparent mistakes and in cases where the contracting officer has reason to 
believe that a mistake may have been mad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request 
from the bidder a verification of the bid, calling attention to the suspected mistake. 
If the bidder alleges a mistake, the matter shall be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14.407. Such actions shall be taken before award. 

14.407-2  Apparent clerical mistakes. 
(a) Any clerical mistake, apparent on its face in the bid, may be corrected by the 
contracting officer before award. The contracting officer first shall obtain from the 
bidder a verification of the bid intended. Examples of apparent mistakes are— 

(1) Obvious misplacement of a decimal point; 

(2) Obviously incorrect discounts (for example, 1 percent 10 days, 2 percent 20 
days, 5 percent 30 days); 

(3) Obvious reversal of the price f.o.b. destination and price f.o.b. origin; and 

(4) Obvious mistake in designation of unit. 

(b) Correction of the bid shall be effected by attaching the verification to the 
original bid and a copy of the verification to the duplicate bid. Correction shall not 
be made on the face of the bid; however, it shall be reflected in the award 
document. 

(c) Correction of bids submitted by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hall be effected by 
including in the electronic solicitation file the original bid, the verification request, 
and the bid verification. 

14.407-3  Other mistakes disclosed before award. 
In order to minimize delays in contract awards, administrative determinations may be 
made as described in this 14.407-3 in connection with mistakes in bids alleged after 
opening of bids and before award. The authority to permit correction of bids is 
limited to bids that, as submitted, are responsive to the invitation and may not be 
used to permit correction of bids to make them responsive. This authority is in 
addition to that in 14.407-2 or that may be otherwise available. 

(a) If a bidder requests permission to correct a mistake and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establishes both the existence of the mistake and the bid actually intended, 
the agency head may make a determination permitting the bidder to correct the 
mistake; provided, that if this correction would result in displacing one or more 
lower bids, such a determination shall not be made unless the existence of the 
mistake and the bid actually intended are ascertainable substantially from the 
invitation and the bid itself. 

(b)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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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bidder requests permission to withdraw a bid rather than correct it; 

(2) The evidence is clear and convincing both as to the existence of a mistake and 
as to the bid actually intended; and 

(3) The bid, both as uncorrected and as corrected, is the lowest received, the 
agency head may make a determination to correct the bid and not permit its 
withdrawal. 

(c) If, under paragraph (a) or (b) of this subsection, (1) the evidence of a mistake is 
clear and convincing only as to the mistake but not as to the intended bid, or (2) 
the evidence reasonably supports the existence of a mistake but is not clear and 
convincing, an official above the contracting officer,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agency procedures, may make a determination permitting the bidder to withdraw the 
bid. 

(d) If the evidence does not warrant a determination under paragraph (a), (b), or (c) 
of this section, the agency head may make a determination that the bid be neither 
withdrawn nor corrected. 

(e) Heads of agencies may delegate their authority to make the determinations under 
paragraphs (a), (b), (c), and (d) of this 14.407-3 to a central authority, or a limited 
number of authorities as necessary, in their agencies, without power of redelegation. 

(f) Each proposed determination shall have the concurrence of legal counsel within 
the agency concerned before issuance. 

(g) Suspected or alleged mistakes in bids shall be processed as follows. A mere 
statement by the administrative officials that they are satisfied that an error was 
made is insufficient. 

(1)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mmediately request the bidder to verify the bid. 
Action taken to verify bids must be sufficient to reasonably assure the contracting 
officer that the bid as confirmed is without error, or to elicit the allegation of a 
mistake by the bidder. To assure that the bidder will be put on notice of a mistake 
suspected by the contracting officer, the bidder should be advised as appropriate— 

(i) That its bid is so much lower than the other bids or the Government’s estimate 
as to indicate a possibility of error; 

(ii) Of important or unusual characteristics of the specifications; 

(iii) Of changes in requirements from previous purchases of a similar item; or 

(iv) Of any other information, proper for disclosure, that leads the contracting officer 
to believe that there is a mistake in bid. 

(2) If the bid is verified,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consider the bid as originally 
submitted. If the time for acceptance of bids is likely to expire before a decision can 
be mad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request all bidders whose bids may be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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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gible for award to extend the time for acceptance of their bids in accordance with 
14.404-1(d). If the bidder whose bid is believed erroneous does not (or cannot) 
grant an extension of time, the bid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lly submitted (but 
see paragraph (g)(5) of this section). If the bidder alleges a mistak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advise the bidder to make a written request to withdraw or modify the 
bid. The request must be supported by statements (sworn statements, if possible) 
and shall include all pertinent evidence such as the bidder’s file copy of the bid, the 
original worksheets and other data used in preparing the bid, subcontractors’ 
quotations, if any, published price lists, and any other evidence that establishes the 
existence of the error, the manner in which it occurred, and the bid actually 
intended. 

(3) When the bidder furnishes evidence supporting an alleged mistak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refer the case to the appropriate authority (see paragraph 
(e) of this section) together with the following data: 

(i) A signed copy of the bid involved. 

(ii) A copy of the invitation for bids and any specifications or drawings relevant to 
the alleged mistake. 

(iii) An abstract or record of the bids received. 

(iv) The written request by the bidder to withdraw or modify the bid, together with 
the bidder’s written statement and supporting evidence. 

(v) A written statement by the contracting officer setting forth— 

(A) A description of the supplies or services involved; 

(B) The expiration date of the bid in question and of the other bids submitted; 

(C) Specific information as to how and when the mistake was alleged; 

(D) A summary of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bidder; 

(E) In the event only one bid was received, a quotation of the most recent contract 
price for the supplies or services involved or, in the absence of a recent comparable 
contract, the contracting officer’s estimate of a fair price for the supplies or 
services; 

(F) Any additional pertinent evidence; and 

(G) A recommendation that either the bid be considered for award in the form 
submitted, or the bidder be authorized to withdraw or modify the bid. 

(4) When time is of the essence because of the expiration of bids or otherwise, the 
contracting officer may refer the case by telegraph or telephone to the appropriate 
authority. Ordinarily, the contracting officer will not refer mistake in bid cases by 
telegraph or telephone to the appropriate authority when the determination set 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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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agraphs (a) or (b) of this section is applicable, since actual examination is 
generally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evidence presented is clear and 
convincing. 

(5) Where the bidder fails or refuses to furnish evidence in support of a suspected 
or alleged mistak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consider the bid as submitted unless 
(i) the amount of the bid is so far out of line with the amounts of other bids 
received, or with the amount estimated by the agency or determined by the 
contracting officer to be reasonable, or (ii) there are other indications of error so 
clear, as to reasonably justify the conclusion that acceptance of the bid would be 
unfair to the bidder or to other bona fide bidders. Attempts made to obtain the 
information required and the action taken with respect to the bid shall be fully 
documented. 

(h) Each agency shall maintain records of all determinations made in accordance with 
this subsection 14.407-3, the facts involved, and the action taken in each case. 
Copies of all such determinations shall be included in the file. 

(i) Nothing contained in this subsection 14.407-3 prevents an agency from submitting 
doubtful cases to the Comptroller General for advance decision. 

Subpart 14.5—Two-Step Sealed Bidding 
14.501  General. 
Two-step sealed bidding is a combination of competitive procedures designed to 
obtain the benefits of sealed bidding when adequate specifications are not available. 
An objective is to permit the development of a sufficiently descriptive and not unduly 
restrictive statement of the Government’s requirements, including an adequate 
technical data package, so that subsequent acquisitions may be made by conventional 
sealed bidding. This method is especially useful in acquisitions requiring technical 
proposals, particularly those for complex items. It is conducted in two steps: 

(a) Step one consists of the request for, submission, evaluation, and (if necessary) 
discussion of a technical proposal. No pricing is involved. The objective is to 
determine the acceptability of the supplies or services offered. As used in this 
context, the word “technical” has a broad connotation and includes, among other 
things, the engineering approach, special manufacturing processes, and special testing 
techniques. It is the proper step for clarification of questions relating to technical 
requirements. Conformity to the technical requirements is resolved in this step, but 
not responsibility as defined in 9.1. 

(b) Step two involves the submission of sealed priced bids by those who submitted 
acceptable technical proposals in step one. Bids submitted in step two are evaluated 
and the awards made in accordance with Subparts 14.3 and 14.4. 

14.502  Conditions for use. 
(a) Unless other factors require the use of sealed bidding, two-step sealed bidding 
may be used in preference to negotiation when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present: 

(1) Available specifications or purchase descriptions are not definite or complet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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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be too restrictive without technical evaluation, and any necessary discussion, of 
the technical aspects of the requirement to ensur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each source and the Government. 

(2) Definite criteria exist for evaluating technical proposals. 

(3) More than one technically qualified source is expected to be available. 

(4) Sufficient time will be available for use of the two-step method. 

(5) A firm-fixed-price contract or a fixed-price contract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will be used. 

(b) None of the following precludes the use of two-step sealed bidding: 

(1) Multi-year contracting. 

(2) Government property to be made available to the successful bidder. 

(3) A total small business set-aside (see 19.502-2). 

(4) The use of the price evaluation adjustment for small disadvantaged business 
concerns (see Subpart 19.11). 

(5) The use of a set-aside or price evaluation preference for HUBZone small 
business concerns (see Subpart 19.13). 

(6) The use of a set-aside for service-disabled veteran-owned small business 
concerns (see Subpart 19.14). 

(7) A first or subsequent production quantity is being acquired under a performance 
specification. 

14.503  Procedures. 
14.503-1  Step one. 
(a) Requests for technical proposals shall be synopsized in accordance with Part 5. 
The request must include, as a minimum, the following: 

(1) A description of the supplies or services required. 

(2) A statement of intent to use the two-step method. 

(3) The requirements of the technical proposal. 

(4) The evaluation criteria, to include all factors and any significant subfactors. 

(5) A statement that the technical proposals shall not include prices or pricing 
information. 

(6) The date, or date and hour, by which the proposal must be received (see 



- 586 -

14.201-6(r)). 

(7) A statement that— 

(i) In the second step, only bids based upon technical proposals determined to be 
acceptable, either initially or as a result of discussions, will be considered for 
awards, and 

(ii) Each bid in the second step must be based on the bidder’s own technical 
proposals. 

(8) A statement that— 

(i) Offerors should submit proposals that are acceptable without additional 
explanation or information, 

(ii) The Government may make a final determination regarding a proposal’s 
acceptability solely on the basis of the proposal as submitted; and 

(iii) The Government may proceed with the second step without requesting further 
information from any offeror; however, the Government may request additional 
information from offerors of proposals that it considers reasonably susceptible of 
being made acceptable, and may discuss proposals with their offerors. 

(9) A statement that a notice of unacceptability will be forwarded to the offeror upon 
completion of the proposal evaluation and final determination of unacceptability. 

(10) A statement either that only one technical proposal may be submitted by each 
offeror or that multiple technical proposals may be submitted. When specifications 
permit different technical approaches, it is generally in the Government’s interest to 
authorize multiple proposals. If multiple proposals are authorized, see 14.201-6(s). 

(b) Information on delivery or performance requirements may be of assistance to 
bidders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submit a proposal and may be included in 
the request. The request shall also indicate that the information is not binding on the 
Government and that the actual delivery or performance requirements will be 
contained in the invitation issued under step two. 

(c) Upon receipt,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1) Safeguard proposals against disclosure to unauthorized persons; 

(2) Accept and handle data marked in accordance with 15.609 as provided in that 
section; and 

(3) Remove any reference to price or cost. 

(d)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establish a time period for evaluating technical 
proposals. The period may vary with the complexity and number of proposals 
involved. However, the evaluation should be completed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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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Evaluations shall be based on the criteria in the request for proposals but not 
consideration of responsibility as defined in 9.1, Proposals, shall be categorized as— 

(i) Acceptable; 

(ii) Reasonably susceptible of being made acceptable; or 

(iii) Unacceptable. 

(2) Any proposal which modifies, or fails to conform to the essential requirements or 
specifications of, the request for technical proposals shall be considered 
nonresponsive and categorized as unacceptable. 

(f)(1) The contracting officer may proceed directly with step two if there are 
sufficient acceptable proposals to ensure adequate price competition under step two, 
and if further time, effort and delay to make additional proposals acceptable and 
thereby increase competition would not be in the Government’s interest. If this is not 
the cas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request bidders whose proposals may be made 
acceptable to submit additional clarifying or supplementing information. The 
contracting office shall identify the nature of the deficiencies in the proposal or the 
nature of the additional information required. The contracting officer may also 
arrange discussions for this purpose. No proposal shall be discussed with any offeror 
other than the submitter. 

(2) In initiating requests for additional informa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fix an 
appropriate time for bidders to conclude discussions, if any, submit all additional 
information, and incorporate such additional information as part of their proposals 
submitted. Such time may be extended in the discretion of the contracting officer. If 
the additional information incorporated as part of a proposal within the final time 
fixed by the contracting officer establishes that the proposal is acceptable, it shall 
be so categorized. Otherwise, it shall be categorized as unacceptable. 

(g) When a technical proposal is found unacceptable (either initially or after 
clarifica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promptly notify the offeror of the basis of 
the determination and that a revision of the proposal will not be considered. Upon 
written request,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debrief unsuccessful offerors (see 
15.505 and 15.506). 

(h) Late technical proposals are governed by 15.208(b), (c), and (f). 

(i) If it is necessary to discontinue two-step sealed bidding,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facts and circumstances in the contract file. Each 
offeror shall be notified in writing. When step one results in no acceptable technical 
proposal or only one acceptable technical proposal, the acquisition may be continued 
by negotiation. 

14.503-2  Step two. 
(a) Sealed bidding procedures shall be followed except that invitations for bids sh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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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 issued only to those offerors submitting acceptable technical proposals in step 
one; 

(2) Include the provision prescribed in 14.201-6(t); 

(3) Prominently state that the bidder shall comply with the specifications and the 
bidder’s technical proposal; and 

(4) Not be synopsized through the Governmentwide point of entry (GPE) as an 
acquisition opportunity nor publicly posted (see 5.101(a)). 

(b) The names of firms that submitted acceptable proposals in step one will be listed 
through the GPE for the benefit of prospective subcontractors (see 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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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5 Contracting by Negotiation

15.000  Scope of part. 
This part prescribes policies and procedures governing competitive and 
noncompetitive negotiated acquisitions. A contract awarded using other than sealed 
bidding procedures is a negotiated contract (see 14.101). 

15.001  Definitions. 
As used in this part— 
“Deficiency” is a material failure of a proposal to meet a Government requirement or 
a combination of significant weaknesses in a proposal that increases the risk of 
unsuccessful contract performance to an unacceptable level. 

“Proposal modification” is a change made to a proposal before the solicitation 
closing date and time, or made in response to an amendment, or made to correct a 
mistake at any time before award. 

“Proposal revision” is a change to a proposal made after the solicitation closing 
date, at the request of or as allowed by a contracting officer, as the result of 
negotiations. 

“Weakness” means a flaw in the proposal that increases the risk of unsuccessful 
contract performance. A “significant weakness” in the proposal is a flaw that 
appreciably increases the risk of unsuccessful contract performance. 

15.002  Types of negotiated acquisition. 
(a) Sole source acquisitions. When contracting in a sole source environment, the 
request for proposals (RFP) should be tailored to remove unnecessary information 
and requirements; e.g., evaluation criteria and voluminous proposal preparation 
instructions. 

(b) Competitive acquisitions. When contracting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the 
procedures of this part are intended to minimize the complexity of the solicitation, 
the evaluation, and the source selection decision, while maintaining a process 
designed to foster an impartial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of offerors’ proposals, 
leading to selection of the proposal representing the best value to the Government 
(see 2.101). 

Subpart 15.1—Source Selection Processes and Techniques 
15.100  Scope of subpart. 
This subpart describes some of the acquisition processes and techniques that may be 
used to design competitive acquisition strategies suitable for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acquisition. 

15.101  Best value continuum. 
An agency can obtain best value in negotiated acquisitions by using any one or a 
combination of source selection approaches. In different types of acquisitions, the 
relative importance of cost or price may vary. For example, in acquisitions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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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quirement is clearly definable and the risk of unsuccessful contract 
performance is minimal, cost or price may play a dominant role in source selection. 
The less definitive the requirement, the more development work required, or the 
greater the performance risk, the more technical or past performance considerations 
may play a dominant role in source selection. 

15.101-1  Tradeoff process. 
(a) A tradeoff process is appropriate when it may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Government to consider award to other than the lowest priced offeror or other than 
the highest technically rated offeror. 

(b) When using a tradeoff process, the following apply: 

(1) All evaluation factors and significant subfactors that will affect contract award 
and their relative importance shall be clearly stated in the solicitation; and 

(2) The solicitation shall state whether all evaluation factors other than cost or 
price, when combined, are significantly more important than, approximately equal to, 
or significantly less important than cost or price. 

(c) This process permits tradeoffs among cost or price and non-cost factors and 
allows the Government to accept other than the lowest priced proposal. The 
perceived benefits of the higher priced proposal shall merit the additional cost, and 
the rationale for tradeoffs must be documented in the file in accordance with 15.406. 

15.101-2  Lowest price technically acceptable source selection process. 
(a) The lowest price technically acceptable source selection process is appropriate 
when best value is expected to result from selection of the technically acceptable 
proposal with the lowest evaluated price. 

(b) When using the lowest price technically acceptable process, the following apply: 

(1) The evaluation factors and significant subfactors that establish the requirements 
of acceptability shall be set forth in the solicitation. Solicitations shall specify that 
award will be made on the basis of the lowest evaluated price of proposals meeting 
or exceeding the acceptability standards for non-cost factors. If the contracting 
officer documents the file pursuant to 15.304(c)(3)(iii), past performance need not be 
an evaluation factor in lowest price technically acceptable source selections. If the 
contracting officer elects to consider past performance as an evaluation factor, it 
shall be evaluated in accordance with 15.305. However, the comparative assessment 
in 15.305(a)(2)(i) does not apply. If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a small 
business’ past performance is not acceptable, the matter shall be referred to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for a Certificate of Competency determ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contained in Subpart 19.6 and 15 U.S.C. 637(b)(7)). 

(2) Tradeoffs are not permitted. 

(3) Proposals are evaluated for acceptability but not ranked using the non-cost/pric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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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changes may occur (see 15.306). 

15.102  Oral presentations. 
(a) Oral presentations by offerors as requested by the Government may substitute 
for, or augment, written information. Use of oral presentations as a substitute for 
portions of a proposal can be effective in streamlining the source selection process. 
Oral presentations may occur at any time in the acquisition process, and are subject 
to the same restrictions as written information, regarding timing (see 15.208) and 
content (see 15.306). Oral presentations provide an opportunity for dialogue among 
the parties. Pre-recorded videotaped presentations that lack real-time interactive 
dialogue are not considered oral presenta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lthough they may be included in offeror submissions, when appropriate. 

(b) The solicitation may require each offeror to submit part of its proposal through 
oral presentations. However, representations and certifications shall be submitted as 
required in the FAR provisions at 52.204-8(d) or 52.212-3(b), and a signed offer 
sheet (including any exceptions to the Government’s terms and conditions)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c) Information pertaining to areas such as an offeror’s capability, past performance, 
work plans or approaches, staffing resources, transition plans, or sample tasks (or 
other types of tests) may be suitable for oral presentations. In deciding what 
information to obtain through an oral presentation, consider the following: 

(1) The Government’s ability to adequately evaluate the information; 

(2) The need to incorporate any information into the resultant contract; 

(3) The impact on the efficiency of the acquisition; and 

(4) The impact (including cost) on small businesses. In considering the costs of oral 
presentations, contracting officers should also consider alternatives to on-site oral 
presentations (e.g., teleconferencing, video teleconferencing). 

(d) When oral presentations are required, the solicitation shall provide offerors with 
sufficient information to prepare them. Accordingly, the solicitation may describe— 

(1) The types of information to be presented orally and the associated evaluation 
factors that will be used; 

(2) The qualifications for personnel that will be required to provide the oral 
presentation(s); 

(3) The requirements for, and any limitations and/or prohibitions on, the use of 
written material or other media to supplement the oral presentations; 

(4) The location, date, and time for the oral presentations; 

(5) The restrictions governing the time permitted for each oral present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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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scope and content of exchanges that may occur between the Government’s 
participants and the offeror’s representatives as part of the oral presentations, 
including whether or not discussions (see 15.306(d)) will be permitted during oral 
presentations. 

(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maintain a record of oral presentations to document 
what the Government relied upon in making the source selection decision. The 
method and level of detail of the record (e.g., videotaping, audio tape recording, 
written record, Government notes, copies of offeror briefing slides or presentation 
notes) shall be at the discretion of the source selection authority. A copy of the 
record placed in the file may be provided to the offeror. 

(f) When an oral presentation includes information that the parties intend to include 
in the contract as material terms or conditions, the information shall be put in 
writing. Incorporation by reference of oral statements is not permitted. 

(g) If, during an oral presentation, the Government conducts discussions (see 
15.306(d)), the Government must comply with 15.306 and 15.307.

Subpart 15.2—Solicitation and Receipt of Proposals and Information 
15.200  Scope of subpart. 
This subpart prescribes policies and procedures for— 

(a) Exchanging information with industry prior to receipt of proposals; 

(b) Preparing and issuing requests for proposals (RFPs) and requests for information 
(RFIs); and 

(c) Receiving proposals and information. 

15.201  Exchanges with industry before receipt of proposals. 
(a) Exchanges of information among all interested parties, from the earliest 
identification of a requirement through receipt of proposals, are encouraged. Any 
exchange of information must be consistent with procurement integrity requirements 
(see 3.104). Interested parties include potential offerors, end users, Government 
acquisition and supporting personnel, and others involved in the conduct or outcome 
of the acquisition. 

(b) The purpose of exchanging information i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Government requirements and industry capabilities, thereby allowing potential 
offerors to judge whether or how they can satisfy the Government’s requirements, 
and enhancing the Government’s ability to obtain quality supplies and services, 
including construction, at reasonable prices, and increase efficiency in proposal 
preparation, proposal evaluation, negotiation, and contract award. 

(c) Agencies are encouraged to promote early exchanges of information about future 
acquisitions. An early exchange of information among industry and the program 
manager, contracting officer, and other participants in the acquisition process can 
identify and resolve concerns regarding the acquisition strategy, including proposed 
contract type, terms and conditions, and acquisition planning schedules; the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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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requirement, including performance requirements, statements of work, and data 
requirements; the suitability of the proposal instructions and evaluation criteria, 
including the approach for assessing past performance information; the availability of 
reference documents; and any other industry concerns or questions. Some techniques 
to promote early exchanges of information are— 

(1) Industry or small business conferences; 

(2) Public hearings; 

(3) Market research, as described in Part 10; 

(4) One-on-one meetings with potential offerors (any that are substantially involved 
with potential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should include the contracting officer; 
also see paragraph (f) of this section regarding restrictions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5) Presolicitation notices; 

(6) Draft RFPs; 

(7) RFIs; 

(8) Presolicitation or preproposal conferences; and 

(9) Site visits. 

(d) The special notices of procurement matters at 5.205(c), or electronic notices, 
may be used to publicize the Government’s requirement or solicit information from 
industry. 

(e) RFIs may be used when the Government does not presently intend to award a 
contract, but wants to obtain price, delivery, other market information, or capabilities 
for planning purposes. Responses to these notices are not offers and cannot be 
accepted by the Government to form a binding contract. There is no required format 
for RFIs. 

(f) General information about agency mission needs and future requirements may be 
disclosed at any time. After release of the solicitation,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be the focal point of any exchange with potential offerors. When specific information 
about a proposed acquisition that would be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of 
proposals is disclosed to one or more potential offerors, that information must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as soon as practicable, but no later than the next 
general release of information, in order to avoid creating an unfair competitive 
advantage. Information provided to a potential offeror in response to its request must 
not be disclosed if doing so would reveal the potential offeror’s confidential business 
strategy, and is protected under 3.104 or Subpart 24.2. When conducting a 
presolicitation or preproposal conference, materials distributed at the conference 
should be made available to all potential offerors, upon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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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2  Advisory multi-step process. 
(a) The agency may publish a presolicitation notice (see 5.204) that provides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scope or purpose of the acquisition and invites potential 
offerors to submit information that allows the Government to advise the offerors 
about their potential to be viable competitors. The presolicitation notice should 
identify the information that must be submitted and the criteria that will be used in 
making the initial evaluation. Information sought may be limited to a statement of 
qualifications and other appropriate information (e.g., proposed technical concept, 
past performance, and limited pricing information). At a minimum, the notice shall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to permit a potential offeror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about whether to participate in the acquisition. This process should not be 
used for multi-step acquisitions where it would result in offerors being required to 
submit identical information in response to the notice and in response to the initial 
step of the acquisition. 

(b) The agency shall evaluate all responses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stated in 
the notice, and shall advise each respondent in writing either that it will b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resultant acquisition or, based on the information submitted, that 
it is unlikely to be a viable competitor. The agency shall advise respondents 
considered not to be viable competitors of the general basis for that opinion. The 
agency shall inform all respondents that, notwithstanding the advice provided by the 
Government in response to their submissions, they may participate in the resultant 
acquisition. 

15.203  Requests for proposals. 
(a) Requests for proposals (RFPs) are used in negotiated acquisitions to communicate 
Government requirements to prospective contractors and to solicit proposals. RFPs 
for competitive acquisitions shall, at a minimum, describe the— 

(1) Government’s requirement; 

(2) Anticipated terms and conditions that will apply to the contract: 

(i) The solicitation may authorize offerors to propose alternative terms and 
conditions, including the contract line item number (CLIN) structure; and 

(ii) When alternative CLIN structures are permitted, the evaluation approach should 
consider the potential impact on other terms and conditions or the requirement (e.g., 
place of performance or payment and funding requirements) (see 15.206); 

(3) Information required to be in the offeror’s proposal; and 

(4) Factors and significant subfactors that will be used to evaluate the proposal and 
their relative importance. 

(b) An RFP may be issued for OMB Circular A-76 studies. See Subpart 7.3 for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cost comparisons between Government and 
contractor performance. 

(c) Electronic commerce may be used to issue RFPs and to receive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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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cations, and revisions. In this case, the RFP shall specify the electronic 
commerce method(s) that offerors may use (see Subpart 4.5). 

(d) Contracting officers may issue RFPs and/or authorize receipt of proposals, 
modifications, or revisions by facsimile. 

(1) In deciding whether or not to use facsimiles,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consider factors such as— 

(i) Anticipated proposal size and volume; 

(ii) Urgency of the requirement; 

(iii) Availability and suitability of electronic commerce methods; and 

(iv) Adequacy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controls for receiving, identifying, 
recording, and safeguarding facsimile proposals, and ensuring their timely delivery to 
the designated proposal delivery location. 

(2) If facsimile proposals are authorized, contracting officers may request offeror(s) 
to provide the complete, original signed proposal at a later date. 

(e) Letter RFPs may be used in sole source acquisitions and other appropriate 
circumstances. Use of a letter RFP does not relieve the contracting officer from 
complying with other FAR requirements. Letter RFPs should be as complete as 
possible and, at a minimum, should contain the following: 

(1) RFP number and date; 

(2) Name, address (including electronic address and facsimile address, if 
appropriat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contracting officer; 

(3) Type of contract contemplated; 

(4) Quantity, description, and required delivery dates for the item; 

(5) Applicable certifications and representations; 

(6) Anticipated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7) Instructions to offerors and evaluation criteria for other than sole source actions; 

(8) Proposal due date and time; and 

(9) Other relevant information; e.g., incentives, variations in delivery schedule, cost 
proposal support, and data requirements. 

(f) Oral RFPs are authorized when processing a written solicitation would delay the 
acquisition of supplies or services to the detriment of the Government and a notice 
is not required under 5.202 (e.g., perishable items and support of contin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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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TITLE

Part Ⅰ- The Schedule

A Solicitation/contract form 

B Supplies or services and prices 

operations or other emergency situations). Use of an oral RFP does not relieve the 
contracting officer from complying with other FAR requirements. 

(1) The contract files supporting oral solicitations should include— 

(i) A description of the requirement; 

(ii) Rationale for use of an oral solicitation; 

(iii) Sources solicited, including the date, time, name of individuals contacted, and 
prices offered; and 

(iv) The solicitation number provided to the prospective offerors. 

(2) The information furnished to potential offerors under oral solicitations should 
include appropriate items from paragraph (e) of this section. 

15.204  Contract format. 
The use of a uniform contract format facilitates preparation of the solicitation and 
contract as well as reference to, and use of, those documents by offerors, 
contractors, and contract administrators. The uniform contract format need not be 
used for the following: 

(a) Construction and architect-engineer contracts (see Part 36). 

(b) Subsistence contracts. 

(c) Supplies or services contracts requiring special contract formats prescribed 
elsewhere in this regulation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uniform format. 

(d) Letter requests for proposals (see 15.203(e)). 

(e) Contracts exempted by the agency head or designee. 

15.204-1  Uniform contract format. 
(a) Contracting officers shall prepare solicitations and resulting contracts using the 
uniform contract format outlined in Table 15-1 of this subsection. 

(b) Solicitations using the uniform contract format shall include Parts I, II, III, and IV 
(see 15.204-2 through 15.204-5). Upon award, contracting officers shall not 
physically include Part IV in the resulting contract, but shall retain it in the contract 
file. (See 4.1201(c).) Section K shall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the contract. 

Table 15-1—Uniform Contract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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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escription/specifications/statement of work

D Packaging and marking 

E Inspection and acceptance

F Deliveries or performance 

G Contract administration data

H Special contract requirements 

Part Ⅱ - Contract Clauses

I Contract clauses 

Part Ⅲ - List of Documents, Exhibits, and Other Attachments

J List of attachments 

Part Ⅳ - Representations and Instructions

K
Representations, certifications, and other statements of 

offerors or respondents

L
Instructions, conditions, and notices to offerors or 

respondents

M Evaluation factors for award 

15.204-2  Part I—The Schedul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prepare the contract Schedule as follows: 

(a) Section A, Solicitation/contract form. 

(1) Optional Form (OF) 308, Solicitation and Offer—Negotiated Acquisition, or 
Standard Form (SF) 33, Solicitation, Offer and Award, may be used to prepare RFPs. 

(2) When other than OF 308 or SF 33 is used,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on 
the first page of the solicitation: 

(i) Name, address, and location of issuing activity, including room and building where 
proposals or information must be submitted. 

(ii) Solicitation number. 

(iii) Date of issuance. 

(iv) Closing date and time. 

(v) Number of pages. 

(vi) Requisition or other purchase authority. 

(vii) Brief description of item or service. 

(viii) Requirement for the offeror to provide its name and complete address, including 
street, city, county, state, and ZIP code, and electronic address (including facsimile 
address), if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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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Offer expiration date. 

(b) Section B, Supplies or services and prices/costs. Inclu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supplies or services; e.g., item number, national stock number/part number if 
applicable, nouns, nomenclature, and quantities. (This includes incidental deliverables 
such as manuals and reports.) 

(c) Section C, Description/specifications/statement of work. Include any description or 
specifications needed in addition to Section B (see Part 11, Describing Agency 
Needs). 

(d) Section D, Packaging and marking. Provide packaging, packing, preservation, and 
marking requirements, if any. 

(e) Section E, Inspection and acceptance. Include inspection, acceptance, quality 
assurance, and reliability requirements (see Part 46, Quality Assurance). 

(f) Section F, Deliveries or performance. Specify the requirements for time, place, 
and method of delivery or performance (see Subpart 11.4, Delivery or Performance 
Schedules, and 47.301-1). 

(g) Section G, Contract administration data. Include any required accounting and 
appropriation data and any required contract administration information or instructions 
other than those on the solicitation form. Include a statement that the offeror should 
include the payment address in the proposal, if it is different from that shown for 
the offeror. 

(h) Section H, Special contract requirements. Include a clear statement of any special 
contract requirements that are not included in Section I, Contract clauses, or in other 
sections of the uniform contract format. 

15.204-3  Part II—Contract Clauses. 
Section I, Contract clause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clude in this section the 
clauses required by law or by this regulation and any additional clauses expected to 
be included in any resulting contract, if these clauses are not required in any other 
section of the uniform contract format. An index may be inserted if this section’s 
format is particularly complex. 

15.204-4  Part III—List of Documents, Exhibits, and Other Attachments. 
Section J, List of attachment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list the title, date, and 
number of pages for each attached document, exhibit, and other attachment. 
Cross-references to material in other sections may be inserted, as appropriate. 

15.204-5  Part IV—Representations and Instruction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prepare the representations and instructions as follows: 

(a) Section K, Representations, certifications, and other statements of offerors. 
Include in this section those solicitation provisions that require representations, 
certifications, or the submission of other information by offe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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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ction L, Instructions, conditions, and notices to offerors or respondents. Insert 
in this section solicitation provisions and other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not 
required elsewhere to guide offerors or respondents in preparing proposals or 
responses to requests for information. Prospective offerors or respondents may be 
instructed to submit proposals or information in a specific format or severable parts 
to facilitate evaluation. The instructions may specify further organization of proposal 
or response parts, such as— 

(1) Administrative; 

(2) Management; 

(3) Technical; 

(4) Past performance; and 

(5) Cost or pricing data (see Table 15-2 of 15.408) or information other than cost 
or pricing data. 

(c) Section M, Evaluation factors for award. Identify all significant factors and any 
significant subfactors that will be considered in awarding the contract and their 
relative importance (see 15.304(d)).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one of the 
phrases in 15.304(e). 

15.205  Issuing solicitations. 
(a)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ssue solicitations to potential 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policies and procedures in 5.102, 19.202-4, and Part 6. 

(b) A master solicitation, as described in 14.203-3, may also be used for negotiated 
acquisitions. 

15.206  Amending the solicitation. 
(a) When, either before or after receipt of proposals, the Government changes its 
requirements or terms and condition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amend the 
solicitation. 

(b) Amendments issued before the established time and date for receipt of proposals 
shall be issued to all parties receiving the solicitation. 

(c) Amendments issued after the established time and date for receipt of proposals 
shall be issued to all offerors that have not been eliminated from the competition. 

(d) If a proposal of interest to the Government involves a departure from the stated 
requirement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amend the solicitation, provided this can 
be done without revealing to the other offerors the alternate solution proposed or 
any other information that is entitled to protection (see 15.207(b) and 15.306(e)). 

(e) If, in the judgment of the contracting officer, based on market research or 
otherwise, an amendment proposed for issuance after offers have been received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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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substantial as to exceed what prospective offerors reasonably could have 
anticipated, so that additional sources likely would have submitted offers had the 
substance of the amendment been known to them,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cancel 
the original solicitation and issue a new one, regardless of the stage of the 
acquisition. 

(f) Oral notices may be used when time is of the essenc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document the contract file and formalize the notice with an amendment (see 
Subpart 4.5, Electronic Commerce in Contracting). 

(g) At a minimum, the following information should be included in each amendment: 

(1) Name and address of issuing activity. 

(2) Solicitation number and date. 

(3) Amendment number and date. 

(4) Number of pages. 

(5) Description of the change being made. 

(6) Government point of contact and phone number (and electronic or facsimile 
address, if appropriate). 

(7) Revision to solicitation closing date, if applicable. 

15.207  Handling proposals and information. 
(a) Upon receipt at the location specified in the solicitation, proposals and 
information received in response to a request for information (RFI) shall be marked 
with the date and time of receipt and shall be transmitted to the designated officials. 

(b) Proposals shall be safeguarded from unauthorized disclosure throughout the 
source selection process. (See 3.104 regarding the disclosure of source selection 
information (41 U.S.C. 423)). Information received in response to an RFI shall be 
safeguarded adequately from unauthorized disclosure. 

(c) If any portion of a proposal received by the contracting officer electronically or 
by facsimile is unreadable, the contracting officer immediately shall notify the offeror 
and permit the offeror to resubmit the unreadable portion of the proposal. The 
method and time for resubmission shall be prescribed by the contracting officer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fferor, and documented in the file. The resubmission shall be 
considered as if it were received at the date and time of the original unreadable 
submission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imeliness under 15.208(a), provided the 
offeror complies with the time and format requirements for resubmission prescribed 
by the contracting officer. 

15.208  Submission, modification, revision, and withdrawal of proposals. 
(a) Offerors are responsible for submitting proposals, and any revisions, and 
modifications, so as to reach the Government office designated in the solicita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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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me specified in the solicitation. Offerors may use any transmission method 
authorized by the solicitation (i.e., regular mail, electronic commerce, or facsimile). If 
no time is specified in the solicitation, the time for receipt is 4:30 p.m., local time, 
for the designated Government office on the date that proposals are due. 

(b)(1) Any proposal, modification, or revision, that is received at the designated 
Government office after the exact time specified for receipt of proposals is “late” 
and will not be considered unless it is received before award is made,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accepting the late proposal would not unduly 
delay the acquisition; and— 

(i) If it was transmitted through an electronic commerce method authorized by the 
solicitation, it was received at the initial point of entry to the Government 
infrastructure not later than 5:00 p.m. one working day prior to the date specified 
for receipt of proposals; or 

(ii) There is acceptable evidence to establish that it was received at the Government 
installation designated for receipt of proposals and was under the Government’s 
control prior to the time set for receipt of proposals; or 

(iii) It was the only proposal received. 

(2) However, a late modification of an otherwise successful proposal, that makes its 
terms more favorable to the Government, will be considered at any time it is 
received and may be accepted. 

(c) Acceptable evidence to establish the time of receipt at the Government 
installation includes the time/date stamp of that installation on the proposal wrapper, 
other documentary evidence of receipt maintained by the installation, or oral 
testimony or statements of Government personnel. 

(d) If an emergency or unanticipated event interrupts normal Government processes 
so that proposals cannot be received at the Government office designated for receipt 
of proposals by the exact time specified in the solicitation, and urgent Government 
requirements preclude amendment of the solicitation closing date, the time specified 
for receipt of proposals will be deemed to be extended to the same time of day 
specified in the solicitation on the first work day on which normal Government 
processes resume. 

(e) Proposals may be withdrawn by written notice at any time before award. Oral 
proposals in response to oral solicitations may be withdrawn orally.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document the contract file when oral withdrawals are made. One copy 
of withdrawn proposals should be retained in the contract file (see 4.803(a)(10)). 
Extra copies of the withdrawn proposals may be destroyed or returned to the 
offeror at the offeror’s request. Where practicable, electronically transmitted 
proposals that are withdrawn must be purged from primary and backup data storage 
systems after a copy is made for the file. Extremely bulky proposals must only be 
returned at the offeror’s request and expense. 

(f)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promptly notify any offeror if its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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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cation, or revision was received late, and must inform the offeror whether its 
proposal will be considered, unless contract award is imminent and the notice 
prescribed in 15.503(b) would suffice. 

(g) Late proposals and modifications that are not considered must be held unopened, 
unless opened for identification, until after award and then retained with other 
unsuccessful proposals. 

(h) If available, the following must be included in the contracting office files for each 
late proposal, modification, revision, or withdrawal: 

(1) The date and hour of receipt. 

(2) A statement regarding whether the proposal was considered for award, with 
supporting rationale. 

(3) The envelope, wrapper, or other evidence of date of receipt. 

15.209  Solicitation provisions and contract clauses. 
When contracting by negotiation— 

(a)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provision at 52.215-1, Instructions to 
Offerors—Competitive Acquisition, in all competitive solicitations where the 
Government intends to award a contract without discussions. 

(1) If the Government intends to make award after discussions with offerors within 
the competitive rang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se the basic provision with its 
Alternate I. 

(2) If the Government would be willing to accept alternate proposal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alter the basic clause to add a new paragraph (c)(9) substantially the 
same as Alternate II. 

(b)(1)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b)(2) of this sec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15-2, Audit and Records—Negotiation (10 U.S.C. 2313, 
41 U.S.C. 254d, and OMB Circular No. A-133),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except 
those for— 

(i) Acquisitions not exceeding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ii) The acquisition of utility services at rates not exceeding those established to 
apply uniformly to the general public, plus any applicable reasonable connection 
charge; or 

(iii)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exempted under 15.403-1. 

(2) When using funds appropriated or otherwise made available by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Pub. L. 111-5)— 

(i) The exceptions in paragraphs (b)(1)(i) through (b)(1)(iii) are not applicab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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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 

(3) For cost-reimbursement contracts with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ther nonprofit organization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I. 

(4) When the head of the agency has waived the examination of records by the 
Comptroller General in accordance with 25.1001,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II. 

(c) When issuing a solicitation for information or planning purpose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provision at 52.215-3, Request for Information or Solicitation 
for Planning Purposes, and clearly mark on the face of the solicitation that it is for 
information or planning purposes. 

(d) [Reserved] 

(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provision at 52.215-5, Facsimile 
Proposals, in solicitations if facsimile proposals are authorized (see 15.203(d)). 

(f)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provision at 52.215-6, Place of 
Performance, in solicitations unless the place of performance is specified by the 
Government. 

(g) [Reserved] 

(h)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15-8, Order of Precedence
—Uniform Contract Format,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using the format at 15.204. 

15.210  Forms. 
Prescribed forms are not required to prepare solicitations described in this part. The 
following forms may be used at the discretion of the contracting officer: 

(a) Standard Form 33, Solicitation, Offer and Award, and Optional Form 308, 
Solicitation and Offer—Negotiated Acquisition, may be used to issue RFPs and RFIs. 

(b) Standard Form 30, Amendment of Solicitation/ Modification of Contract, and 
Optional Form 309, Amendment of Solicitation, may be used to amend solicitations of 
negotiated contracts. 

(c) Optional Form 17, Offer Label, may be furnished with each request for proposal. 

Subpart 15.3—Source Selection 
15.300  Scope of subpart. 
This subpart prescribes policies and procedures for selection of a source or sources 
in competitive negotiated acquisitions. 

15.301  [Reserved] 
15.302  Source selection objective. 
The objective of source selection is to select the proposal that represents th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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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15.303  Responsibilities. 
(a) Agency heads are responsible for source selection. The contracting officer is 
designated as the source selection authority, unless the agency head appoints 
another individual for a particular acquisition or group of acquisitions. 

(b) The source selection authority shall— 

(1) Establish an evaluation team, tailored for the particular acquisition, that includes 
appropriate contracting, legal, logistics, technical, and other expertise to ensure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offers; 

(2) Approve the source selection strategy or acquisition plan, if applicable, before 
solicitation release; 

(3) Ensure consistency among the solicitation requirements, notices to offerors, 
proposal preparation instructions, evaluation factors and subfactors, solicitation 
provisions or contract clauses, and data requirements; 

(4) Ensure that proposals are evaluated based solely on the factors and subfactors 
contained in the solicitation (10 U.S.C. 2305(b)(1) and 41 U.S.C. 253b(d)(3)); 

(5) Consider the recommendations of advisory boards or panels (if any); and 

(6) Select the source or sources whose proposal is the best value to the 
Government (10 U.S.C. 2305(b)(4)(B) and 41 U.S.C. 253b(d)(3)). 

(c)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1) After release of a solicitation, serve as the focal point for inquiries from actual 
or prospective offerors; 

(2) After receipt of proposals, control exchanges with offerors in accordance with 
15.306; and 

(3) Award the contract(s). 

15.304  Evaluation factors and significant subfactors. 
(a) The award decision is based on evaluation factors and significant subfactors that 
are tailored to the acquisition. 

(b) Evaluation factors and significant subfactors must— 

(1) Represent the key areas of importance and emphasis to be considered in the 
source selection decision; and 

(2) Support meaningful comparison and discrimination between and among competing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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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evaluation factors and significant subfactors that apply to an acquisition and 
their relative importance, are within the broad discretion of agency acquisition 
officials, subject to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Price or cost to the Government shall be evaluated in every source selection (10 
U.S.C. 2305(a)(3)(A)(ii) and 41 U.S.C. 253a(c)(1)(B)) (also see Part 36 for 
architect-engineer contracts); 

(2) The quality of the product or service shall be addressed in every source 
selection through consideration of one or more non-cost evaluation factors such as 
past performance, compliance with solicitation requirements, technical excellence, 
management capability, personnel qualifications, and prior experience (10 U.S.C. 
2305(a)(3)(A)(i) and 41 U.S.C. 253a(c)(1)(A)); and 

(3)(i) Except as set forth in paragraph (c)(3)(iii) of this section, past performance 
shall be evaluated in all source selections for negotiated competitive acquisitions 
expected to exceed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ii) For solicitations involving bundling that offer a significant opportunity for 
subcontracting,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include a factor to evaluate past 
performance indicating the extent to which the offeror attained applicable goals for 
small business participation under contracts that required subcontracting plans (15 
U.S.C. 637(d)(4)(G)(ii)). 

(iii) Past performance need not be evaluated if the contracting officer documents the 
reason past performance is not an appropriate evaluation factor for the acquisition. 

(4) The extent of participation of small disadvantaged business concerns in 
performance of the contract shall be evaluated in unrestricted acquisitions expected 
to exceed $550,000 ($1,000,000 for construction) subject to certain limitations (see 
19.201 and 19.1202). 

(5) For solicitations involving bundling that offer a significant opportunity for 
subcontracting,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include proposed small business 
subcontracting participation in the subcontracting plan as an evaluation factor (15 
U.S.C. 637(d)(4)(G)(i)). 

(6) If telecommuting is not prohibited, agencies shall not unfavorably evaluate an 
offer that includes telecommuting unless the contracting officer executes a written 
determination in accordance with FAR 7.108(b). 

(d) All factors and significant subfactors that will affect contract award and their 
relative importance shall be stated clearly in the solicitation (10 U.S.C. 
2305(a)(2)(A)(i) and 41 U.S.C. 253a(b)(1)(A)) (see 15.204-5(c)). The rating method 
need not be disclosed in the solicitation. The general approach for evaluating past 
performance information shall be described. 

(e) The solicitation shall also state, at a minimum, whether all evaluation factors 
other than cost or price, when combined,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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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gnificantly more important than cost or price; 

(2) Approximately equal to cost or price; or 

(3) Significantly less important than cost or price (10 U.S.C. 2305(a)(3)(A)(iii) and 41 
U.S.C. 253a(c)(1)(C)). 

15.305  Proposal evaluation. 
(a) Proposal evaluation is an assessment of the proposal and the offeror’s ability to 
perform the prospective contract successfully. An agency shall evaluate competitive 
proposals and then assess their relative qualities solely on the factors and subfactors 
specified in the solicitation. Evaluations may be conducted using any rating method 
or combination of methods, including color or adjectival ratings, numerical weights, 
and ordinal rankings. The relative strengths, deficiencies, significant weaknesses, and 
risks supporting proposal evaluation shall be documented in the contract file. 

(1) Cost or price evaluation. Normally, competition establishes price reasonableness. 
Therefore, when contracting on a firm-fixed-price or fixed-price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basis, comparison of the proposed prices will usually satisfy the 
requirement to perform a price analysis, and a cost analysis need not be performed. 
In limited situations, a cost analysis (see 15.403-1(c)(1)(i)(B)) may be appropriate to 
establish reasonableness of the otherwise successful offeror’s price. When 
contracting on a cost-reimbursement basis, evaluations shall include a cost realism 
analysis to determine what the Government should realistically expect to pay for the 
proposed effort, the offeror’s understanding of the work, and the offeror’s ability to 
perform the contract. (See 37.115 for uncompensated overtime evalua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document the cost or price evaluation. 

(2) Past performance evaluation. 

(i) Past performance information is one indicator of an offeror’s ability to perform 
the contract successfully. The currency and relevance of the information, source of 
the information, context of the data, and general trends in contractor’s performance 
shall be considered. This comparative assessment of past performance information is 
separate from the responsibility determination required under Subpart 9.1. 

(ii) The solicitation shall describe the approach for evaluating past performance, 
including evaluating offerors with no relevant performance history, and shall provide 
offerors an opportunity to identify past or current contracts (including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for efforts similar to the Government requirement. 
The solicitation shall also authorize offerors to provide information on problems 
encountered on the identified contracts and the offeror’s corrective actions. The 
Government shall consider this information, as well as information obtained from any 
other sources, when evaluating the offeror’s past performance. The source selection 
authority shall determine the relevance of similar past performance information. 

(iii) The evaluation should take into account past performance information regarding 
predecessor companies, key personnel who have relevant experience, or 
subcontractors that will perform major or critical aspects of the requirement when 
such information is relevant to the instant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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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n the case of an offeror without a record of relevant past performance or for 
whom information on past performance is not available, the offeror may not be 
evaluated favorably or unfavorably on past performance. 

(v) The evaluation should include the past performance of offerors in complying with 
subcontracting plan goals for small disadvantaged business (SDB) concerns (see 
Subpart 19.7), monetary targets for SDB participation (see 19.1202), and notifications 
submitted under 19.1202-4(b). 

(3) Technical evaluation. When tradeoffs are performed (see 15.101-1), the source 
selection records shall include— 

(i) An assessment of each offeror’s ability to accomplish the technical requirements; 
and 

(ii) A summary, matrix, or quantitative ranking, along with appropriate supporting 
narrative, of each technical proposal using the evaluation factors. 

(4) Cost information Cost information may be provided to members of the technical 
evaluation team in accordance with agency procedures. 

(5) Small business subcontracting evaluation. Solicitations must be structured to give 
offers from small business concerns the highest rating for the evaluation factors in 
15.304(c)(3)(ii) and (c)(5). 

(b) The source selection authority may reject all proposals received in response to a 
solicitation, if doing so 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Government. 

(c) F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support contractor personnel in proposal 
evaluation, see 37.203(d). 

15.306  Exchanges with offerors after receipt of proposals. 
(a) Clarifications and award without discussions. 

(1) Clarifications are limited exchang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offerors, that 
may occur when award without discussions is contemplated. 

(2) If award will be made without conducting discussions, offerors may be given the 
opportunity to clarify certain aspects of proposals (e.g., the relevance of an offeror’s 
past performance information and adverse past performance information to which the 
offeror has not previously had an opportunity to respond) or to resolve minor or 
clerical errors. 

(3) Award may be made without discussions if the solicitation states that the 
Government intends to evaluate propos- 

als and make award without discussions. If the solicitation contains such a notice and 
the Government determines it is necessary to conduct discussions, the rationale for 
doing so shall be documented in the contract file (see the provision at 52.215-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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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2305(b)(4)(A)(ii) and 41 U.S.C. 253b(d)(1)(B)). 

(b) Communications with offerors before establishment of the competitive range. 
Communications are exchang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offerors, after receipt 
of proposals, leading to establishment of the competitive range. If a competitive 
range is to be established, these communications— 

(1) Shall be limited to the offerors described in paragraphs (b)(1)(i) and (b)(1)(ii) of 
this section and— 

(i) Shall be held with offerors whose past performance information is the determining 
factor preventing them from being placed within the competitive range. Such 
communications shall address adverse past performance information to which an 
offeror has not had a prior opportunity to respond; and 

(ii) May only be held with those offerors (other than offerors under paragraph 
(b)(1)(i) of this section) whose exclusion from, or inclusion in, the competitive range 
is uncertain; 

(2) May be conducted to enhance Government understanding of proposals; allow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proposal; or facilitate the Government’s evaluation 
process. Such communications shall not be used to cure proposal deficiencies or 
material omissions, materially alter the technical or cost elements of the proposal, 
and/or otherwise revise the proposal. Such communications may be considered in 
rating proposal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competitive range; 

(3) Are for the purpose of addressing issues that must be explored to determine 
whether a proposal should be placed in the competitive range. Such communications 
shall not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offeror to revise its proposal, but may 
address— 

(i) Ambiguities in the proposal or other concerns (e.g., perceived deficiencies, 
weaknesses, errors, omissions, or mistakes (see 14.407)); and 

(ii) Information relating to relevant past performance; and 

(4) Shall address adverse past performance information to which the offeror has not 
previously had an opportunity to comment. 

(c) Competitive range. 

(1) Agencies shall evaluate all proposals in accordance with 15.305(a), and, if 
discussions are to be conducted, establish the competitive range. Based on the 
ratings of each proposal against all evaluation criteria,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establish a competitive range comprised of all of the most highly rated proposals, 
unless the range is further reduced for purposes of efficiency pursuant to paragraph 
(c)(2) of this section. 

(2) After evaluating all proposals in accordance with 15.305(a) and paragraph (c)(1) 
of this section, the contracting officer may determine that the number of most hi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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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d proposals that might otherwise be included in the competitive range exceeds 
the number at which an efficient competition can be conducted. Provided the 
solicitation notifies offerors that the competitive range can be limited for purposes of 
efficiency (see 52.215-1(f)(4)), the contracting officer may limit the number of 
proposals in the competitive range to the greatest number that will permit an 
efficient competition among the most highly rated proposals (10 U.S.C. 2305(b)(4) 
and 41 U.S.C. 253b(d)). 

(3) If the contracting officer, after complying with paragraph (d)(3) of this section, 
decides that an offeror’s proposal should no longer be included in the competitive 
range, the proposal shall be eliminated from consideration for award. Written notice 
of this decision shall be provided to unsuccessful offerors in accordance with 15.503. 

(4) Offerors excluded or otherwise eliminated from the competitive range may 
request a debriefing (see 15.505 and 15.506). 

(d) Exchanges with offerors after establishment of the competitive range. 
Negotiations are exchanges, in either a competitive or sole source environ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offerors, that are undertaken with the intent of 
allowing the offeror to revise its proposal. These negotiations may include 
bargaining. Bargaining includes persuasion, alteration of assumptions and positions, 
give-and-take, and may apply to price, schedule, technical requirements, type of 
contract, or other terms of a proposed contract. When negotiations are conducted in 
a competitive acquisition, they take place after establishment of the competitive 
range and are called discussions. 

(1) Discussions are tailored to each offeror’s proposal, and must be conducted by 
the contracting officer with each offeror within the competitive range. 

(2) The primary objective of discussions is to maximize the Government’s ability to 
obtain best value, based on the requirement and the evaluation factors set forth in 
the solicitation. 

(3) At a minimum,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subject to paragraphs (d)(5) and (e) 
of this section and 15.307(a), indicate to, or discuss with, each offeror still being 
considered for award, deficiencies, significant weaknesses, and adverse past 
performance information to which the offeror has not yet had an opportunity to 
respond. The contracting officer also is encouraged to discuss other aspects of the 
offeror’s proposal that could, in the opinion of the contracting officer, be altered or 
explained to enhance materially the proposal’s potential for award. However, the 
contracting officer is not required to discuss every area where the proposal could be 
improved. The scope and extent of discussions are a matter of contracting officer 
judgment. 

(4) In discussing other aspects of the proposal, the Government may, in situations 
where the solicitation stated that evaluation credit would be given for technical 
solutions exceeding any mandatory minimums, negotiate with offerors for increased 
performance beyond any mandatory minimums, and the Government may suggest to 
offerors that have exceeded any mandatory minimums (in ways that are not integral 
to the design), that their proposals would be more competitive if the excess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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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ed and the offered price decreased. 

(5) If, after discussions have begun, an offeror originally in the competitive range is 
no longer considered to be among the most highly rated offerors being considered 
for award, that offeror may be eliminated from the competitive range whether or not 
all material aspects of the proposal have been discussed, or whether or not the 
offeror has been afforded an opportunity to submit a proposal revision (see 
15.307(a) and 15.503(a)(1)). 

(e) Limits on exchanges. Government personnel involved in the acquisition shall not 
engage in conduct that— 

(1) Favors one offeror over another; 

(2) Reveals an offeror’s technical solution, including unique technology, innovative 
and unique uses of commercial items, or any information that would compromise an 
offeror’s intellectual property to another offeror; 

(3) Reveals an offeror’s price without that offeror’s permission. However, the 
contracting officer may inform an offeror that its price is considered by the 
Government to be too high, or too low, and revea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pporting that conclusion. It is also permissible, at the Government’s discretion, to 
indicate to all offerors the cost or price that the Government’s price analysis, market 
research, and other reviews have identified as reasonable (41 U.S.C. 423(h)(1)(2)); 

(4) Reveals the names of individuals providing reference information about an 
offeror’s past performance; or 

(5) Knowingly furnishes source selection information in violation of 3.104 and 41 
U.S.C. 423(h)(1)(2). 

15.307  Proposal revisions. 
(a) If an offeror’s proposal is eliminated or otherwise removed from the competitive 
range, no further revisions to that offeror’s proposal shall be accepted or 
considered. 

(b) The contracting officer may request or allow proposal revisions to clarify and 
document understandings reached during negotiations. At the conclusion of 
discussions, each offeror still in the competitive range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submit a final proposal revision. The contracting officer is required to establish a 
common cut-off date only for receipt of final proposal revisions. Requests for final 
proposal revisions shall advise offerors that the final proposal revisions shall be in 
writing and that the Government intends to make award without obtaining further 
revisions. 

15.308  Source selection decision. 
The source selection authority’s (SSA) decision shall be based on a comparative 
assessment of proposals against all source selection criteria in the solicitation. While 
the SSA may use reports and analyses prepared by others, the source selection 
decision shall represent the SSA’s independent judgment. The source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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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shall be documented, and the documentation shall include the rationale for 
any business judgments and tradeoffs made or relied on by the SSA, including 
benefits associated with additional costs. Although the rationale for the selection 
decision must be documented, that documentation need not quantify the tradeoffs that 
led to the decision.

Subpart 15.4—Contract Pricing 
15.400  Scope of subpart. 
This subpart prescribes the cost and price negotiation policies and procedures for 
pricing negotiated prime contracts (including subcontracts) and contract modifications, 
including modifications to contracts awarded by sealed bidding. 

15.401  Definitions. 
As used in this subpart— 

“Price” means cost plus any fee or profit applicable to the contract type. 

“Subcontract” (except as used in 15.407-2) also includes a transfer of commercial 
items between divisions, subsidiaries, or affiliates of a contractor or a subcontractor 
(10 U.S.C. 2306a(h)(2) and 41 U.S.C. 254b(h)(2)). 

15.402  Pricing policy. 
Contracting officers must— 

(a) Purchase supplies and services from responsible sources at fair and reasonable 
prices. In establishing the reasonableness of the offered prices,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not obtain more information than is necessary. To the extent that cost 
or pricing data are not required by 15.403-4,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generally 
use the following order of preference in determining the type of information 
required: 

(1) No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offeror, if the price is based on adequate 
price competition, except as provided by 15.403-3(b). 

(2) Information other than cost or pricing data: 

(i) Information related to prices (e.g., established catalog or market prices or 
previous contract prices), relying first on information available within the 
Government; second,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sources other than the offeror; 
and, if necessary,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offeror. When obtaining 
information from the offeror is necessary, unless an exception under 15.403-1(b)(1) 
or (2) applies, such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offeror shall include, at a minimum, 
appropriate information on the prices at which the same or similar items have been 
sold previously, adequate for evaluating the reasonableness of the price. 

(ii) Cost information, that does not meet the definition of cost or pricing data at 
2.101. 

(3) Cost or pricing data.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use every means available to 
ascertain whether a fair and reasonable price can be determined before requ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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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or pricing data. Contracting officers must not require unnecessarily the 
submission of cost or pricing data, because it leads to increased proposal preparation 
costs, generally extends acquisition lead time, and consumes additional contractor 
and Government resources. 

(b) Price each contract separately and independently and not— 

(1) Use proposed price reductions under other contracts as an evaluation factor; or 

(2) Consider losses or profits realized or anticipated under other contracts. 

(c) Not include in a contract price any amount for a specified contingency to the 
extent that the contract provides for a price adjustment based upon the occurrence 
of that contingency. 

15.403  Obtaining cost or pricing data. 
15.403-1  Prohibition on obtaining cost or pricing data (10 U.S.C. 2306a and 41 
U.S.C. 254b). 
(a) Cost or pricing data shall not be obtained for acquisitions at or below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b) Exceptions to cost or pricing data requirement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not 
require submission of cost or pricing data to support any action (contracts, 
subcontracts, or modifications) (but may require information other than cost or 
pricing data to support a determination of price reasonableness or cost realism)— 

(1) When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prices agreed upon are based on 
adequate price competition (see standards in paragraph (c)(1) of this subsection); 

(2) When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prices agreed upon are based on 
prices set by law or regulation (see standards in paragraph (c)(2) of this subsection); 

(3) When a commercial item is being acquired (see standards in paragraph (c)(3) of 
this subsection); 

(4) When a waiver has been granted (see standards in paragraph (c)(4) of this 
subsection); or 

(5) When modifying a contract or subcontract for commercial items (see standards in 
paragraph (c)(3) of this subsection). 

(c) Standards for exceptions from cost or pricing data requirements— 

(1) Adequate price competition. A price is based on adequate price competition if— 

(i) Two or more responsible offerors, competing independently, submit priced offers 
that satisfy the Government’s expressed requirement and if— 

(A) Award will be made to the offeror whose proposal represents the best value 
(see 2.101) where price is a substantial factor in source selec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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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re is no finding that the price of the otherwise successful offeror is 
unreasonable. Any finding that the price is unreasonable must be supported by a 
statement of the facts and approved at a level above the contracting officer; 

(ii) There was a reasonable expectation, based on market research or other 
assessment, that two or more responsible offerors, competing independently, would 
submit priced offers in response to the solicitation’s expressed requirement, even 
though only one offer is received from a responsible offeror and if— 

(A) Based on the offer received, the contracting officer can reasonably conclude that 
the offer was submitted with the expectation of competition, e.g., circumstances 
indicate that— 

(1) The offeror believed that at least one other offeror was capable of submitting a 
meaningful offer; and 

(2) The offeror had no reason to believe that other potential offerors did not intend 
to submit an offer; and 

(B) The determination that the proposed price is based on adequate price 
competition, is reasonable, and is approved at a level above the contracting officer; 
or 

(iii) Price analysis clearly demonstrates that the proposed price is reasonable in 
comparison with current or recent prices for the same or similar items, adjusted to 
reflect changes in market conditions, economic conditions, quantities, or terms and 
conditions under contracts that resulted from adequate price competition. 

(2) Prices set by law or regulation. Pronouncements in the form of periodic rulings, 
reviews, or similar actions of a governmental body, or embodied in the laws, are 
sufficient to set a price. 

(3) Commercial items. 

(i) Any acquisition of an item that meets the commercial item definition in 2.101, or 
any modification, as defined in paragraph (3)(i) of that definition, that does not 
change the item from a commercial item to a noncommercial item, is exempt from 
the requirement for cost or pricing data. If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an 
item claimed to be commercial is, in fact, not commercial and that no other 
exception or waiver applies,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require submission of cost 
or pricing data. 

(ii) In accordance with section 868 of Pub. L. 110-417: 

(A) When purchasing services that are not offered and sold competitively in 
substantial quantities in the commercial marketplace, but are of a type offered and 
sold competitively in substantial quantities in the commercial marketplace, they may 
be considered commercial items (thus meeting the purpose of 41 U.S.C. 254b and 10 
U.S.C. 2306a for truth in negotiations) only if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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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that the offeror has submitted sufficient information to evaluate, through price 
analysis, the reasonableness of the price of such services. 

(B) In order to make this determination, the contracting officer may request the 
offeror to submit prices paid for the same or similar commercial items under 
comparable terms and conditions by both Government and commercial customers; and 

(C) If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the information described in paragraph 
(c)(3)(ii)(B) of this section is not sufficient to determine the reasonableness of price, 
other relevant information regarding the basis for price or cost, including information 
on labor costs, material costs and overhead rates may be requested. 

(iii) The following requirements apply to minor modifications defined in paragraph 
(3)(ii) of the definition of a commercial item at 2.101 that do not change the item 
from a commercial item to a noncommercial item: 

(A) For acquisitions funded by any agency other than DoD, NASA, or Coast Guard, 
such modifications of a commercial item are exempt from the requirement for 
submission of cost or pricing data. 

(B) For acquisitions funded by DoD, NASA, or the Coast Guard, such modifications of 
a commercial item are exempt from the requirement for submission of cost or 
pricing data provided the total price of all such modifications under a particular 
contract action does not exceed the greater of the threshold for obtaining cost or 
pricing data in 15.403-4 or 5 percent of the total price of the contract at the time 
of contract award. 

(C) For acquisitions funded by DoD, NASA, or the Coast Guard, such modifications of 
a commercial item are not exempt from the requirement for submission of cost or 
pricing data on the basis of the exemption provided for at FAR 15.403-1(c)(3) if the 
total price of all such modifications under a particular contract action exceeds the 
greater of the threshold for obtaining cost or pricing data in 15.403-4 or 5 percent 
of the total price of the contract at the time of contract award. 

(iv) Any acquisition for noncommercial supplies or services treated as commercial 
items at 12.102(f)(1), except sole source contracts greater than $16 million, is 
exempt from the requirements for cost or pricing data (41 U.S.C. 428a). 

(4) Waivers. The head of the contracting activity (HCA) may, without power of 
delegation, waive the requirement for submission of cost or pricing data in 
exceptional cases. The authorization for the waiver and the supporting rationale shall 
be in writing. The HCA may consider waiving the requirement if the price can be 
determined to be fair and reasonable without submission of cost or pricing data. For 
example, if cost or pricing data were furnished on previous production buys and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such data are sufficient, when combined with updated 
information, a waiver may be granted. If the HCA has waived the requirement for 
submission of cost or pricing data, the contractor or higher-tier subcontractor to 
whom the waiver relates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required to provide cost 
or pricing data. Consequently, award of any lower-tier subcontract expected to 
exceed the cost or pricing data threshold requires the submission of cost or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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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unless— 

(i) An exception otherwise applies to the subcontract; or 

(ii) The waiver specifically includes the subcontract and the rationale supporting the 
waiver for that subcontract. 

15.403-2  Other circumstances where cost or pricing data are not required. 
(a) The exercise of an option at the price established at contract award or initial 
negotiation does not require submission of cost or pricing data. 

(b) Cost or pricing data are not required for proposals used solely for overrun 
funding or interim billing price adjustments. 

15.403-3  Requiring information other than cost or pricing data. 
(a) General. 

(1) The contracting officer is responsible for obtaining information that is adequate 
for evaluating the reasonableness of the price or determining cost realism, but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not obtain more information than is necessary (see 
15.402(a)). If the contracting officer cannot obtain adequate information from sources 
other than the offeror,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require submission of information 
other than cost or pricing data from the offeror that is adequate to determine a fair 
and reasonable price (10 U.S.C. 2306a(d)(1) and 41 U.S.C. 254b(d)(1)). Unless an 
exception under 15.403-1(b)(1) or (2) applies,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require 
that the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offeror include, at a minimum, appropriate 
information on the prices at which the same item or similar items have previously 
been sold, adequate for determining the reasonableness of the price. To determine 
the information an offeror should be required to submit,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consider the guidance in Section 3.3, Chapter 3, Volume I, of the Contract 
Pricing Reference Guide cited at 15.404-1(a)(7). 

(2) The contractor’s format for submitting the information should be used (see 
15.403-5(b)(2)). 

(3)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ensure that information used to support price 
negotiations is sufficiently current to permit negotiation of a fair and reasonable 
price. Requests for updated offeror information should be limited to information that 
affects the adequacy of the proposal for negotiations, such as changes in price lists. 

(4) As specified in Section 808 of Public Law 105-261, an offeror who does not 
comply with a requirement to submit information for a contract or subcontrac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a)(1) of this subsection is ineligible for award unless the 
HCA determines that it 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Government to make the award 
to that offeror, based on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i) The effort made to obtain the data. 

(ii) The need for the item o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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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ncreased cost or significant harm to the Government if award is not made. 

(b) Adequate price competition. When adequate price competition exists (see 
15.403-1(c)(1)), generally no additional information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reasonableness of price. However, if there are unusual circumstances where it is 
concluded that additional information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reasonableness of 
pric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obtain the 
additional information from sources other than the offeror. In addition, the 
contracting officer may request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cost realism of 
competing offers or to evaluate competing approaches. 

(c) Commercial items. 

(1) At a minimum,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use price analysis to determine 
whether the price is fair and reasonable whenever the contracting officer acquires a 
commercial item (see 15.404-1(b)). The fact that a price is included in a catalog 
does not, in and of itself, make it fair and reasonable. If the contracting officer 
cannot determine whether an offered price is fair and reasonable, even after 
obtaining additional information from sources other than the offeror, then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require the offeror to submit information other than cost or 
pricing data to support further analysis (see 15.404-1). 

(2) Limitations relating to commercial items (10 U.S.C. 2306a(d)(2) and 41 U.S.C. 
254b(d)). 

(i)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limit requests for sales data relating to commercial 
items to data for the same or similar items during a relevant time period. 

(ii)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limit the scope 
of the request for information relating to commercial items to include only 
information that is in the form regularly maintained by the offeror as part of its 
commercial operations. 

(iii) The Government must not disclose outside the Government information obtained 
relating to commercial items that is exempt from disclosure under 24.202(a) o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5 U.S.C. 552(b)). 

(3) For services that are not offered and sold competitively in substantial quantities 
in the commercial marketplace, but are of a type offered and sold competitively in 
substantial quantities in the commercial marketplace, see 15.403-1(c)(3)(ii). 

15.403-4  Requiring cost or pricing data (10 U.S.C. 2306a and 41 U.S.C. 254b). 
(a)(1)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obtain cost or pricing data only if the contracting 
officer concludes that none of the exceptions in 15.403-1(b) applies. However, if the 
contracting officer has sufficient information available to determine price 
reasonableness, then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consider requesting a waiver 
under the exception at 15.403-1(b)(4). The threshold for obtaining cost or pricing 
data is $650,000. Unless an exception applies, cost or pricing data are required 
before accomplishing any of the following actions expected to exceed the current 
threshold or, for existing contracts, the threshold specified in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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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e award of any negotiated contract (except for undefinitized actions such as 
letter contracts). 

(ii) The award of a subcontract at any tier, if the contractor and each higher-tier 
subcontractor were required to submit cost or pricing data (but see waivers at 
15.403-1(c)(4)). 

(iii) The modification of any sealed bid or negotiated contract (whether or not cost 
or pricing data were initially required) or any subcontract covered by paragraph 
(a)(1)(ii) of this subsection. Price adjustment amounts must consider both increases 
and decreases (e.g., a $200,000 modification resulting from a reduction of $500,000 
and an increase of $300,000 is a pricing adjustment exceeding $650,000). This 
requirement does not apply when unrelated and separately priced changes for which 
cost or pricing data would not otherwise be required are included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in the same modification. Negotiated final pricing actions (such as 
termination settlements and total final price agreements for fixed-price incentive and 
redeterminable contracts) are contract modifications requiring cost or pricing data if
— 

(A) The total final price agreement for such settlements or agreements exceeds the 
pertinent threshold set forth at paragraph (a)(1) of this subsection; or 

(B) The partial termination settlement plus the estimate to complete the continued 
portion of the contract exceeds the pertinent threshold set forth at paragraph (a)(1) 
of this subsection (see 49.105(c)(15)). 

(2) Unless prohibited because an exception at 15.403-1(b) applies, the head of the 
contracting activity, without power of delegation, may authorize the contracting 
officer to obtain cost or pricing data for pricing actions below the pertinent threshold 
in paragraph (a)(1) of this subsection, provided the action exceeds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The head of the contracting activity shall justify the 
requirement for cost or pricing data. The documentation shall include a written 
finding that cost or pricing data are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price is fair 
and reasonable and the facts supporting that finding. 

(b) When cost or pricing data are required,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require the 
contractor or prospective contractor to submit to the contracting officer (and to have 
any subcontractor or prospective subcontractor submit to the prime contractor or 
appropriate subcontractor tier) the following in support of any proposal: 

(1) The cost or pricing data. 

(2) A certificate of current cost or pricing data, in the format specified in 15.406-2, 
certifying that to the best of its knowledge and belief, the cost or pricing data were 
accurate, complete, and current as of the date of agreement on price or, if 
applicable, an earlier date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that is as close as 
practicable to the date of agreement on price. 

(c) If cost or pricing data are requested and submitted by an offeror, but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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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ion is later found to apply, the data must not be considered cost or pricing 
data as defined in 2.101 and must not be certified in accordance with 15.406-2. 

(d) The requirements of this subsection also apply to contracts entered into by an 
agency on behalf of a foreign government. 

15.403-5  Instructions for submission of cost or pricing data or information other 
than cost or pricing data. 
(a)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olicy at 15.402,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specify in the solicitation (see 15.408(l) and (m))— 

(1) Whether cost or pricing data are required; 

(2) That, in lieu of submitting cost or pricing data, the offeror may submit a request 
for exception from the requirement to submit cost or pricing data; 

(3) Any information other than cost or pricing data that is required; and 

(4) Necessary preaward or postaward access to offeror’s records. 

(b)(1) Unless required to be submitted on one of the termination forms specified in 
Subpart 49.6, the contracting officer may require submission of cost or pricing data 
in the format indicated in Table 15-2 of 15.408, specify an alternative format, or 
permit submission in the contractor’s format. 

(2) Information other than cost or pricing data may be submitted in the offeror’s own 
format unless the contracting officer decides that use of a specific format is 
essential and the format has been described in the solicitation. 

(3) Data supporting forward pricing rate agreements or final indirect cost proposals 
shall be submitted in a form acceptable to the contracting officer. 

15.404  Proposal analysis. 
15.404-1  Proposal analysis techniques. 
(a) General. The objective of proposal analysis is to ensure that the final agreed-to 
price is fair and reasonable. 

(1) The contracting officer is responsible for evaluating the reasonableness of the 
offered prices. The analytical techniques and procedures described in this subsection 
may be used, singly or in combination with others, to ensure that the final price is 
fair and reasonable. The complexity and circumstances of each acquisition should 
determine the level of detail of the analysis required. 

(2) Price analysis shall be used when cost or pricing data are not required (see 
paragraph (b) of this subsection and 15.404-3). 

(3) Cost analysis shall be used to evaluate the reasonableness of individual cost 
elements when cost or pricing data are required. Price analysis should be used to 
verify that the overall price offered is fair and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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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st analysis may also be used to evaluate information other than cost or pricing 
data to determine cost reasonableness or cost realism. 

(5) The contracting officer may request the advice and assistance of other experts 
to ensure that an appropriate analysis is performed. 

(6) Recommendations or conclusions regarding the Government’s review or analysis 
of an offeror’s or contractor’s proposal shall not be disclosed to the offeror or 
contractor without the concurrence of the contracting officer. Any discrepancy or 
mistake of fact (such as duplications, omissions, and errors in computation) contained 
in the cost or pricing data or information other than cost or pricing data submitted in 
support of a proposal shall be brought to the contracting officer’s attention for 
appropriate action. 

(7) The Air Force Institute of Technology (AFIT) and the Federal Acquisition 
Institute (FAI) jointly prepared a five-volume set of Contract Pricing Reference 
Guides to guide pricing and negotiation personnel. The five guides are: I Price 
Analysis, II Quantitative Techniques for Contract Pricing, III Cost Analysis, IV 
Advanced Issues in Contract Pricing, and V Federal Contract Negotiation Techniques. 
These references provide detailed discussion and examples applying pricing policies 
to pricing problems. They are to be used for instruction and professional guidance. 
However, they are not directive and should be considered informational only. They 
are available via the internet at 
http://www.acq.osd.mil/dpap/cpf/contract_pricing_reference_guides.html. 

(b) Price analysis. 

(1) Price analysis is the process of examining and evaluating a proposed price 
without evaluating its separate cost elements and proposed profit. 

(2) The Government may use various price analysis techniques and procedures to 
ensure a fair and reasonable price. Examples of such techniqu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i) Comparison of proposed prices received in response to the solicitation. Normally, 
adequate price competition establishes price reasonableness (see 15.403-1(c)(1)). 

(ii) Comparison of previously proposed prices and previous Government and 
commercial contract prices with current proposed prices for the same or similar 
items, if both the validity of the comparison and the reasonableness of the previous 
price(s) can be established. 

(iii) Use of parametric estimating methods/application of rough yardsticks (such as 
dollars per pound or per horsepower, or other units) to highlight significant 
inconsistencies that warrant additional pricing inquiry. 

(iv) Comparison with competitive published price lists, published market prices of 
commodities, similar indexes, and discount or rebate arrangements. 

(v) Comparison of proposed prices with independent Government cost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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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Comparison of proposed prices with prices obtained through market research for 
the same or similar items. 

(vii) Analysis of pricing information provided by the offeror. 

(3) The first two techniques at 15.404-1(b)(2) are the preferred techniques. 
However, if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information on competitive 
proposed prices or previous contract prices is not available or is insufficient to 
determine that the price is fair and reasonable, the contracting officer may use any 
of the remaining techniques as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applicable to the 
acquisition. 

(4) Value analysis can give insight into the relative worth of a product and the 
Government may use it in conjunction with the price analysis techniques listed in 
paragraph (b)(2) of this section. 

(c) Cost analysis. 

(1) Cost analysis is the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separate cost elements and 
profit in an offeror’s or contractor’s proposal (including cost or pricing data or 
information other than cost or pricing data), and the application of judgment to 
determine how well the proposed costs represent what the cost of the contract 
should be, assuming reasonable economy and efficiency. 

(2) The Government may use various cost analysis techniques and procedures to 
ensure a fair and reasonable price, given the circumstances of the acquisition. Such 
techniques and procedures include the following: 

(i) Verification of cost or pricing data and evaluation of cost elements, including— 

(A) The necessity for, and reasonableness of, proposed costs, including allowances 
for contingencies; 

(B) Projection of the offeror’s cost trends, on the basis of current and historical cost 
or pricing data; 

(C) Reasonableness of estimates generated by appropriately calibrated and validated 
parametric models or cost-estimating relationships; and 

(D) The application of audited or negotiated indirect cost rates, labor rates, and cost 
of money or other factors. 

(ii) Evaluating the effect of the offeror’s current practices on future costs. In 
conducting this evalua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ensure that the effects of 
inefficient or uneconomical past practices are not projected into the future. In pricing 
production of recently developed complex equipment,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perform a trend analysis of basic labor and materials, even in periods of relative 
price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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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omparison of costs proposed by the offeror for individual cost elements with— 

(A) Actual costs previously incurred by the same offeror; 

(B) Previous cost estimates from the offeror or from other offerors for the same or 
similar items; 

(C) Other cost estimates received in response to the Government’s request; 

(D) Independent Government cost estimates by technical personnel; and 

(E) Forecasts of planned expenditures. 

(iv) Verification that the offeror’s cost submissions ar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cost principles and procedures in Part 31 and, when applicable,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in 48 CFR Chapter 99 (Appendix to the FAR looseleaf 
edition), Cost Accounting Standards. 

(v) Review to determine whether any cost or pricing data necessary to make the 
contractor’s proposal accurate, complete, and current have not been either submitted 
or identified in writing by the contractor. If there are such data,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attempt to obtain them and negotiate, using them or making satisfactory 
allowance for the incomplete data. 

(vi) Analysis of the results of any make-or-buy program reviews, in evaluating 
subcontract costs (see 15.407-2). 

(d) Cost realism analysis. 

(1) Cost realism analysis is the process of independently reviewing and evaluating 
specific elements of each offeror’s proposed cost estimate to determine whether the 
estimated proposed cost elements are realistic for the work to be performed; reflect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requirements; and are consistent with the unique 
methods of performance and materials described in the offeror’s technical proposal. 

(2) Cost realism analyses shall be performed on cost-reimbursement contracts to 
determine the probable cost of performance for each offeror. 

(i) The probable cost may differ from the proposed cost and should reflect the 
Government’s best estimate of the cost of any contract that is most likely to result 
from the offeror’s proposal. The probable cost shall be used for purposes of 
evaluation to determine the best value. 

(ii) The probable cost is determined by adjusting each offeror’s proposed cost, and 
fee when appropriate, to reflect any additions or reductions in cost elements to 
realistic level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st realism analysis. 

(3) Cost realism analyses may also be used on competitive fixed-price incentive 
contracts or, in exceptional cases, on other competitive fixed-price-type contracts 
when new requirements may not be fully understood by competing offerors,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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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quality concerns, or past experience indicates that contractors’ proposed costs 
have resulted in quality or service shortfalls. Results of the analysis may be used in 
performance risk assessments and responsibility determinations. However, proposals 
shall be evaluated using the criteria in the solicitation, and the offered prices shall 
not be adjus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 Technical analysis. 

(1) The contracting officer may request that personnel having specialized knowledge, 
skills, experience, or capability in engineering, science, or management perform a 
technical analysis of the proposed types and quantities of materials, labor, processes, 
special tooling, equipment, real property, the reasonableness of scrap and spoilage, 
and other associated factors set forth in the proposal(s) in order to determine the 
need for and reasonableness of the proposed resources, assuming reasonable 
economy and efficiency. 

(2) At a minimum, the technical analysis should examine the types and quantities of 
material proposed and the need for the types and quantities of labor hours and the 
labor mix. Any other data that may be pertinent to an assessment of the offeror’s 
ability to accomplish the technical requirements or to the cost or price analysis of 
the service or product being proposed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analysis. 

(f) Unit prices. 

(1) Except when pricing an item on the basis of adequate price competition or 
catalog or market price, unit prices shall reflect the intrinsic value of an item or 
service and shall be in proportion to an item’s base cost (e.g., manufacturing or 
acquisition costs). Any method of distributing costs to line items that distorts the 
unit prices shall not be used. For example, distributing costs equally among line 
items is not acceptable except when there is little or no variation in base cost. 

(2) Except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contracting officers shall require 
that offerors identify in their proposals those items of supply that they will not 
manufacture or to which they will not contribute significant value, unless adequate 
price competition is expected (10 U.S.C. 2304 and 41 U.S.C. 254(d)(5)(A)(i)). Such 
information shall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intrinsic value of an item has 
been distorted through application of overhead and whether such items should be 
considered for breakout. The contracting officer may require such information in all 
other negotiated contracts when appropriate. 

(g) Unbalanced pricing. 

(1) Unbalanced pricing may increase performance risk and could result in payment of 
unreasonably high prices. Unbalanced pricing exists when, despite an acceptable total 
evaluated price, the price of one or more contract line items is significantly over or 
understated as indicated by the application of cost or price analysis techniques. The 
greatest risks associated with unbalanced pricing occur when— 

(i) Startup work, mobilization, first articles, or first article testing are separate lin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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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Base quantities and option quantities are separate line items; or 

(iii) The evaluated price is the aggregate of estimated quantities to be ordered under 
separate line items of an indefinite-delivery contract. 

(2) All offers with separately priced line items or subline items shall be analyzed to 
determine if the prices are unbalanced. If cost or price analysis techniques indicate 
that an offer is unbalanced,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 Consider the risks to the Government associated with the unbalanced pricing in 
determining the competitive range and in making the source selection decision; and 

(ii) Consider whether award of the contract will result in paying unreasonably high 
prices for contract performance. 

(3) An offer may be rejected if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the lack of 
balance poses an unacceptable risk to the Government. 

15.404-2  Information to support proposal analysis. 
(a) Field pricing assistance. 

(1)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request field pricing assistance when the 
information available at the buying activity is inadequate to determine a fair and 
reasonable price.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tailor requests to reflect the minimum 
essential supplementary information needed to conduct a technical or cost or pricing 
analysis. 

(2)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tailor the type of information and level of detail 
requested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ized resources available at the buying 
activity and the magnitude and complexity of the required analysis. Field pricing 
assistance is generally available to provide— 

(i) Technical, audit, and special reports associated with the cost elements of a 
proposal, including subcontracts; 

(ii) Information on related pricing practices and history; 

(iii) Information to help contracting officers determine commerciality and price 
reasonableness, including— 

(A) Verifying sales history to source documents; 

(B) Identifying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C) Identifying customarily granted or offered discounts for the item; 

(D) Verifying the item to an existing catalog or price list; 

(E) Verifying historical data for an item previously not determined commercial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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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fferor is now trying to qualify as a commercial item; and 

(F) Identifying general market conditions affecting determinations of commerciality 
and price reasonableness. 

(iv) Information relative to the business, technical, production, or other capabilities 
and practices of an offeror. 

(3) When field pricing assistance is requested, contracting officers are encouraged to 
team with appropriate field experts throughout the acquisition process, including 
negotiations. Early communication with these experts will assist in determining the 
extent of assistance required, the specific areas for which assistance is needed, a 
realistic review schedule, and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perform the review. 

(4) When requesting field pricing assistance on a contractor’s request for equitable 
adjustment,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provide the information listed in 43.204(b)(5). 

(5) Field pricing information and other reports may include proprietary or source 
selection information (see 2.101). This information must be appropriately identified 
and protected accordingly. 

(b) Reporting field pricing information. 

(1) Depending upon the extent and complexity of the field pricing review, results, 
including supporting rationale, may be reported directly to the contracting officer 
orally, in writing, or by any other method acceptable to the contracting officer. 

(i) Whenever circumstances permit, the contracting officer and field pricing experts 
are encouraged to use telephonic and/or electronic means to request and transmit 
pricing information. 

(ii) When it is necessary to have written technical and audit report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request that the audit agency concurrently forward the audit report to 
the requesting contracting officer and the administrative contracting officer (ACO). 
The completed field pricing assistance results may reference audit information, but 
need not reconcile the audit recommendations and technical recommendations. A 
copy of the information submitted to the contracting officer by field pricing personnel 
shall be provided to the audit agency. 

(2) Audit and field pricing information, whether written or reported telephonically or 
electronically, shall be made a part of the official contract file (see 4.807(f)). 

(c) Audit assistance for prime contracts or subcontracts. 

(1) The contracting officer may contact the cognizant audit office directly, 
particularly when an audit is the only field pricing support required. The audit office 
shall send the audit report, or otherwise transmit the audit recommendations, directly 
to the contracting officer. 

(i) The auditor shall not reveal the audit conclusions or recommendations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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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or/contractor without obtaining the concurrence of the contracting officer. 
However, the auditor may discuss statements of facts with the contractor. 

(ii)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be notified immediately of any information 
disclosed to the auditor after submission of a report that may significantly affect the 
audit findings and, if necessary, a supplemental audit report shall be issued. 

(2)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not request a separate preaward audit of indirect 
costs unless the information already available from an existing audit, completed 
within the preceding 12 months, is considered inadequate for determining the 
reasonableness of the proposed indirect costs (41 U.S.C. 254d and 10 U.S.C. 2313). 

(3) The auditor is responsible for the scope and depth of the audit. Copies of 
updated information that will significantly affect the audit should be provided to the 
auditor by the contracting officer. 

(4) General access to the offeror’s books and financial records is limited to the 
auditor. This limitation does not preclude the contracting officer or the ACO, or their 
representatives, from requesting that the offeror provide or make available any data 
or records necessary to analyze the offeror’s proposal. 

(d) Deficient proposals. The ACO or the auditor, as appropriate, shall notify the 
contracting officer immediately if the data provided for review is so deficient as to 
preclude review or audit, or if the contractor or offeror has denied access to any 
records considered essential to conduct a satisfactory review or audit. Oral 
notifications shall be confirmed promptly in writing, including a description of 
deficient or denied data or records. The contracting officer immediately shall take 
appropriate action to obtain the required data. Should the offeror/contractor again 
refuse to provide adequate data, or provide access to necessary data,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withhold the award or price adjustment and refer the 
contract action to a higher authority, providing details of the attempts made to 
resolve the matter and a statement of the practicability of obtaining the supplies or 
services from another source. 

15.404-3  Subcontract pricing considerations. 
(a) The contracting officer is responsible for the determination of price 
reasonableness for the prime contract, including subcontracting costs.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consider whether a contractor or subcontractor has an 
approved purchasing system, has performed cost or price analysis of proposed 
subcontractor prices, or has negotiated the subcontract prices before negotiation of 
the prime contract, in determining the reasonableness of the prime contract price. 
This does not relieve the contracting officer from the responsibility to analyze the 
contractor’s submission, including subcontractor’s cost or pricing data. 

(b) The prime contractor or subcontractor shall— 

(1) Conduct appropriate cost or price analyses to establish the reasonableness of 
proposed subcontract prices; 

(2) Include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in the price propos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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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en required by paragraph (c) of this subsection, submit subcontractor cost or 
pricing data to the Government as part of its own cost or pricing data. 

(c) Any contractor or subcontractor that is required to submit cost or pricing data 
also shall obtain and analyze cost or pricing data before awarding any subcontract, 
purchase order, or modification expected to exceed the cost or pricing data 
threshold, unless an exception in 15.403-1(b) applies to that action. 

(1) The contractor shall submit, or cause to be submitted by the subcontractor(s), 
cost or pricing data to the Government for subcontracts that are the lower of either
— 

(i) $11.5 million or more; or 

(ii) Both more than the pertinent cost or pricing data threshold and more than 10 
percent of the prime contractor’s proposed price, unless the contracting officer 
believes such submission is unnecessary. 

(2) The contracting officer may require the contractor or subcontractor to submit to 
the Government (or cause submission of) subcontractor cost or pricing data below 
the thresholds in paragraph (c)(1) of this subsection that the contracting officer 
considers necessary for adequately pricing the prime contract. 

(3) Subcontractor cost or pricing data shall be submitted in the format provided in 
Table 15-2 of 15.408 or the alternate format specified in the solicitation. 

(4) Subcontractor cost or pricing data shall be current, accurate, and complete as of 
the date of price agreement, or, if applicable, an earlier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nd specified on the contractor’s Certificate of Current Cost or Pricing Data. 
The contractor shall update subcontractor’s data, as appropriate, during source 
selection and negotiations. 

(5) If there is more than one prospective subcontractor for any given work, the 
contractor need only submit to the Government cost or pricing data for the 
prospective subcontractor most likely to receive the award. 

15.404-4  Profit. 
(a) General. This subsection prescribes policies for establishing the profit or fee 
portion of the Government prenegotiation objective in price negotiations based on 
cost analysis. 

(1) Profit or fee prenegotiation objectives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net income to 
contractors. Rather, they represent that element of the potential total remuneration 
that contractors may receive for contract performance over and above allowable 
costs. This potential remuneration element and the Government’s estimate of 
allowable costs to be incurred in contract performance together equal the 
Government’s total prenegotiation objective. Just as actual costs may vary from 
estimated costs, the contractor’s actual realized profit or fee may vary from 
negotiated profit or fee, because of such factors as efficiency of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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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rrence of costs the Government does not recognize as allowable, and the 
contract type. 

(2) It is in the Government’s interest to offer contractors opportunities for financial 
rewards sufficient to stimulate efficient contract performance, attract the best 
capabilities of qualified large and small business concerns to Government contracts, 
and maintain a viable industrial base. 

(3) Both the Government and contractors should be concerned with profit as a 
motivator of efficient and effective contract performance. Negotiations aimed merely 
at reducing prices by reducing profit, without proper recognition of the function of 
profit, are not in the Government’s interest. Negotiation of extremely low profits, use 
of historical averages, or automatic application of predetermined percentages to total 
estimated costs do not provide proper motivation for optimum contract performance. 

(b) Policy. 

(1) Structured approaches (see paragraph (d) of this subsection) for determining 
profit or fee prenegotiation objectives provide a discipline for ensuring that all 
relevant factors are considered. Subject to the authorities in 1.301(c), agencies 
making noncompetitive contract awards over $100,000 totaling $50 million or more a 
year— 

(i) Shall use a structured approach for determining the profit or fee objective in 
those acquisitions that require cost analysis; and 

(ii) May prescribe specific exemptions for situations in which mandatory use of a 
structured approach would be clearly inappropriate. 

(2) Agencies may use another agency’s structured approach. 

(c) Contracting officer responsibilities. 

(1) When the price negotiation is not based on cost analysis, contracting officers are 
not required to analyze profit. 

(2) When the price negotiation is based on cost analysis, contracting officers in 
agencies that have a structured approach shall use it to analyze profit. When not 
using a structured approach, contracting officers shall comply with paragraph (d)(1) 
of this subsection in developing profit or fee prenegotiation objectives. 

(3) Contracting officers shall use the Government prenegotiation cost objective 
amounts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profit or fee prenegotiation objective. Before 
applying profit or fee factor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exclude any facilities 
capital cost of money included in the cost objective amounts. If the prospective 
contractor fails to identify or propose facilities capital cost of money in a proposal 
for a contract that will be subject to the cost principles for contracts with 
commercial organizations (see Subpart 31.2), facilities capital cost of money will not 
be an allowable cost in any resulting contract (see 15.40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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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i)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not negotiate a price or fee that exceeds the 
following statutory limitations, imposed by 10 U.S.C. 2306(d) and 41 U.S.C. 254(b): 

(A) For experimental, developmental, or research work performed under a 
cost-plus-fixed-fee contract, the fee shall not exceed 15 percent of the contract’s 
estimated cost, excluding fee. 

(B) For architect-engineer services for public works or utilities, the contract price or 
the estimated cost and fee for production and delivery of designs, plans, drawings, 
and specifications shall not exceed 6 percent of the estimated cost of construction of 
the public work or utility, excluding fees. 

(C) For other cost-plus-fixed-fee contracts, the fee shall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contract’s estimated cost, excluding fee. 

(ii) The contracting officer’s signature on the price negotiation memorandum or other 
documentation supporting determination of fair and reasonable price documents the 
contracting officer’s determination that the statutory price or fee limitations have not 
been exceeded. 

(5)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not require any prospective contractor to submit 
breakouts or supporting rationale for its profit or fee objective but may consider it, 
if it is submitted voluntarily. 

(6) If a change or modification calls for essentially the same type and mix of work 
as the basic contract and is of relatively small dollar value compared to the total 
contract value, the contracting officer may use the basic contract’s profit or fee rate 
as the prenegotiation objective for that change or modification. 

(d) Profit-analysis factors— 

(1) Common factors. Unless it is clearly inappropriate or not applicable, each factor 
outlined in paragraphs (d)(1)(i) through (vi) of this subsection shall be considered by 
agencies in developing their structured approaches and by contracting officers in 
analyzing profit, whether or not using a structured approach. 

(i) Contractor effort. This factor measures the complexity of the work and the 
resources required of the prospective contractor for contract performance. Greater 
profit opportunity should be provided under contracts requiring a high degree of 
professional and managerial skill and to prospective contractors whose skills, 
facilities, and technical assets can be expected to lead to efficient and economical 
contract performance. The subfactors in paragraphs (d)(1)(i)(A) through (D) of this 
subsection shall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contractor effort, but they may be 
modified in specific situations to accommodate differences in the categories used by 
prospective contractors for listing costs— 

(A) Material acquisition. This subfactor measures the managerial and technical effort 
needed to obtain the required purchased parts and material, subcontracted items, and 
special tooling. Considerations include the complexity of the items required, the 
number of purchase orders and subcontracts to be awarded and admin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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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established sources are available or new or second sources must be 
developed, and whether material will be obtained through routine purchase orders or 
through complex subcontracts requiring detailed specifications. Profit consideration 
should correspond to the managerial and technical effort involved. 

(B) Conversion direct labor. This subfactor measures the contribution of direct 
engineering, manufacturing, and other labor to converting the raw materials, data, 
and subcontracted items into the contract items. Considerations include the diversity 
of engineering, scientific, and manufacturing labor skills required and the amount and 
quality of supervision and coordination needed to perform the contract task. 

(C) Conversion-related indirect costs. This subfactor measures how much the 
indirect costs contribute to contract performance. The labor elements in the allocable 
indirect costs should be given the profit consideration they would receive if treated 
as direct labor. The other elements of indirect costs should be evaluated to 
determine whether they merit only limited profit consideration because of their 
routine nature, or are elements that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proposed contract. 

(D) General management. This subfactor measures the prospective contractor’s other 
indirect costs and general and administrative (G&A) expense, their composition, and 
how much they contribute to contract performance. Considerations include how labor 
in the overhead pools would be treated if it were direct labor, whether elements 
within the pools are routine expenses or instead are elements that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proposed contract, and whether the elements require routine as 
opposed to unusual managerial effort and attention. 

(ii) Contract cost risk. 

(A) This factor measures the degree of cost responsibility and associated risk that 
the prospective contractor will assume as a result of the contract type contemplated 
and considering the reliability of the cost estimate in relation to the complexity and 
duration of the contract task. Determination of contract type should be closely 
related to the risks involved in timely, cost-effective, and efficient performance. This 
factor should compensate contractors proportionately for assuming greater cost risks. 

(B) The contractor assumes the greatest cost risk in a closely priced 
firm-fixed-price contract under which it agrees to perform a complex undertaking on 
time and at a predetermined price. Some firm-fixed-price contracts may entail 
substantially less cost risk than others because, for example, the contract task is 
less complex or many of the contractor’s costs are known at the time of price 
agreement, in which case the risk factor should be reduced accordingly. The 
contractor assumes the least cost risk in a cost-plus-fixed-fee level-of-effort 
contract, under which it is reimbursed those costs determined to be allocable and 
allowable, plus the fixed fee. 

(C) In evaluating assumption of cost risk, contracting officers shall, except in unusual 
circumstances, treat time-and-materials, labor-hour, and firm-fixed-price, 
level-of-effort term contracts as cost-plus-fixed-fee contracts. 

(iii) Federal socioeconomic programs. This factor measures the degree of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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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by the prospective contractor to Federal socioeconomic programs, such as 
those involving small business concerns, small business concerns owned and 
controlled by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women-owned 
small business concerns, veteran-owned, HUBZone, service-disabled veteran-owned 
small business concerns, handicapped sheltered workshops, and energy conservation. 
Greater profit opportunity should be provided contractors that have displayed unusual 
initiative in these programs. 

(iv) Capital investments. This factor takes into account the contribution of contractor 
investments to efficient and economical contract performance. 

(v) Cost-control and other past accomplishments. This factor allows additional profit 
opportunities to a prospective contractor that has previously demonstrated its ability 
to perform similar tasks effectively and economically. In addition,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measures taken by the prospective contractor that result in 
productivity improvements, and other cost-reduction accomplishments that will 
benefit the Government in follow-on contracts. 

(vi) Independent development. Under this factor, the contractor may be provided 
additional profit opportunities in recognition of independent development efforts 
relevant to the contract end item without Government assistance.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consider whether the development cost was recover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Government sources. 

(2) Additional factors. In order to foster achievement of program objectives, each 
agency may include additional factors in its structured approach or take them into 
account in the profit analysis of individual contract actions. 

15.405  Price negotiation. 
(a) The purpose of performing cost or price analysis is to develop a negotiation 
position that permits the contracting officer and the offeror an opportunity to reach 
agreement on a fair and reasonable price. A fair and reasonable price does not 
require that agreement be reached on every element of cost, nor is it mandatory 
that the agreed price be within the contracting officer’s initial negotiation posi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dvisory recommendations, reports of contributing 
specialist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contractor’s purchasing system, the 
contracting officer is responsible for exercising the requisite judgment needed to 
reach a negotiated settlement with the offeror and is solely responsible for the final 
price agreement. However, when significant audit or other specialist 
recommendations are not adopted,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provide rationale 
that supports the negotiation result in the price negotiation documentation. 

(b) The contracting officer’s primary concern is the overall price the Government 
will actually pay. The contracting officer’s objective is to negotiate a contract of a 
type and with a price providing the contractor the greatest incentive for efficient and 
economical performance. The negotiation of a contract type and a price are related 
and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ith the issues of risk and uncertainty to the 
contractor and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not become 
preoccupied with any single element and should balance the contract type, cost, and 
profit or fee negotiated to achieve a total result—a price that is fair and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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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oth the Government and the contractor. 

(c) The Government’s cost objective and proposed pricing arrangement directly affect 
the profit or fee objective. Because profit or fee is only one of several interrelated 
variable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not agree on profit or fee without concurrent 
agreement on cost and type of contract. 

(d) If, however, the contractor insists on a price or demands a profit or fee that the 
contracting officer considers unreasonable, and the contracting officer has taken all 
authorized actions (including determining the feasibility of developing an alternative 
source) without succes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refer the contract action to a 
level above the contracting officer. Disposition of the action should be documented. 

15.406  Documentation. 
15.406-1  Prenegotiation objectives. 
(a) The prenegotiation objectives establish the Government’s initial negotiation 
position. They assist in the contracting officer’s determination of fair and reasonable 
price. They should b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ntracting officer’s analysis of 
the offeror’s proposal, taking into consideration all pertinent information including 
field pricing assistance, audit reports and technical analysis, fact-finding results, 
independent Government cost estimates and price histories. 

(b)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establish prenegotiation objectives before the 
negotiation of any pricing action. The scope and depth of the analysis supporting the 
objectives should be directly related to the dollar value, importance, and complexity 
of the pricing action. When cost analysis is required,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document the pertinent issues to be negotiated, the cost objectives, and a profit or 
fee objective. 

15.406-2  Certificate of Current Cost or Pricing Data. 
(a) When cost or pricing data are required,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require the 
contractor to execute a Certificate of Current Cost or Pricing Data, using the format 
in this paragraph, and must include the executed certificate in the contract file. 

Certificate of Current Cost or Pricing Data 

This is to certify tha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cost or pricing 
data (as defined in section 2.101 of th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and 
required under FAR subsection 15.403-4) submitted, either actually or by specific 
identification in writing, to the Contracting Officer or to the Contracting Officer's 
representative in support of ________* are accurate, complete, and current as of 
________**. This certification includes the cost or pricing data supporting any 
advance agreements and forward pricing rate agreements between the offeror and 
the Government that are part of the proposal. 

Fir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it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of execution***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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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ntify the proposal, request for price adjustment, or other submission involved, 
giving the appropriate identifying number (e.g., RFP No.). 

** Insert the day, month, and year when price negotiations were concluded and price 
agreement was reached or, if applicable, an earlier date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that is as close as practicable to the date of agreement on price. 

*** Insert the day, month, and year of signing, which should be as close as 
practicable to the date when the price negotiations were concluded and the contract 
price was agreed to. 

(End of certificate) 

(b) The certificate does not constitute a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contractor’s judgment on the estimate of future costs or projections. It applies to the 
data upon which the judgment or estimate was based. This distinction between fact 
and judgment should be clearly understood. If the contractor had information 
reasonably available at the time of agreement showing that the negotiated price was 
not based on accurate, complete, and current data, the contractor’s responsibility is 
not limited by any lack of personal knowledge of the information on the part of its 
negotiators. 

(c) The contracting officer and contractor are encouraged to reach a prior agreement 
on criteria for establishing closing or cutoff dates when appropriate in order to 
minimize delays associated with proposal updates. Closing or cutoff dates should be 
included as part of the data submitted with the proposal and, before agreement on 
price, data should be updated by the contractor to the latest closing or cutoff dates 
for which the data are available. Use of cutoff dates coinciding with reports is 
acceptable, as certain data may not be reasonably available before normal periodic 
closing dates (e.g., actual indirect costs). Data within the contractor’s or a 
subcontractor’s organization on matters significant to contractor management and to 
the Government will be treated as reasonably available. What is significant depends 
upon the circumstances of each acquisition. 

(d) Possession of a Certificate of Current Cost or Pricing Data is not a substitute for 
examining and analyzing the contractor’s proposal. 

(e) If cost or pricing data are requested by the Government and submitted by an 
offeror, but an exception is later found to apply, the data shall not be considered 
cost or pricing data and shall not be certified in accordance with this subsection. 

15.406-3  Documenting the negotiation. 
(a)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document in the contract file the principal elements 
of the negotiated agreement. The documentation (e.g., price negotiation memorandum 
(PNM))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The purpose of the negotiation. 

(2) A description of the acquisition, including appropriate identifying numbers (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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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No.). 

(3) The name, position, and organization of each person representing the contractor 
and the Government in the negotiation. 

(4) The current status of any contractor systems (e.g., purchasing, estimating, 
accounting, and compensation) to the extent they affected and were considered in 
the negotiation. 

(5) If cost or pricing data were not required in the case of any price negotiation 
exceeding the cost or pricing data threshold, the exception used and the basis for it. 

(6) If cost or pricing data were required, the extent to which the contracting officer
— (i) Relied on the cost or pricing data submitted and used them in negotiating the 
price; 

(ii) Recognized as inaccurate, incomplete, or noncurrent any cost or pricing data 
submitted; the action taken by the contracting officer and the contractor as a result; 
and the effect of the defective data on the price negotiated; or 

(iii) Determined that an exception applied after the data were submitted and, 
therefore, considered not to be cost or pricing data. 

(7) A summary of the contractor’s proposal, any field pricing assistance 
recommendations, including the reasons for any pertinent variances from them, the 
Government’s negotiation objective, and the negotiated position. Where the 
determination of price reasonableness is based on cost analysis, the summary shall 
address each major cost element. When determination of price reasonableness is 
based on price analysis, the summary shall include the source and type of data used 
to support the determination. 

(8) The most significant facts or considerations controlling the establishment of the 
prenegotiation objectives and the negotiated agreement including an explanation of 
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ositions. 

(9) To the extent such direc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ction, a discussion 
and quantification of the impact of direction given by Congress, other agencies, and 
higher-level officials (i.e., officials who would not normally exercise authority during 
the award and review process for the instant contract action). 

(10) The basis for the profit or fee prenegotiation objective and the profit or fee 
negotiated. 

(11) Documentation of fair and reasonable pricing. 

(b) Whenever field pricing assistance has been obtained,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forward a copy of the negotiation documentation to the office(s) providing assistance. 
When appropriate, information on how advisory field support can be made more 
effective should be provided sepa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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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7  Special cost or pricing areas. 
15.407-1  Defective cost or pricing data. 
(a) If, before agreement on price, the contracting officer learns that any cost or 
pricing data submitted are inaccurate, incomplete, or noncurrent,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mmediately bring the matter to the attention of the prospective 
contractor, whether the defective data increase or decrease the contract pric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consider any new data submitted to correct the deficiency, 
or consider the inaccuracy, incompleteness, or noncurrency of the data when 
negotiating the contract price. The price negotiation memorandum shall reflect the 
adjustments made to the data or the corrected data used to negotiate the contract 
price. 

(b)(1) If, after award, cost or pricing data are found to be inaccurate, incomplete, or 
noncurrent as of the date of final agreement on price or an earlier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given on the contractor’s or subcontractor’s Certificate of Current 
Cost or Pricing Data, the Government is entitled to a price adjustment, including 
profit or fee, of any significant amount by which the price was increased because of 
the defective data. This entitlement is ensured by including in the contract one of 
the clauses prescribed in 15.408(b) and (c) and is set forth in the clauses at 
52.215-10, Price Reduction for Defective Cost or Pricing Data, and 52.215-11, Price 
Reduction for Defective Cost or Pricing Data—Modifications. The clauses give the 
Government the right to a price adjustment for defects in cost or pricing data 
submitted by the contractor, a prospective subcontractor, or an actual subcontractor. 

(2) In arriving at a price adjustment,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consider the time 
by which the cost or pricing data became reasonably available to the contractor, and 
the extent to which the Government relied upon the defective data. 

(3) The clauses referred to in paragraph (b)(1) of this subsection recognize that the 
Government’s right to a price adjustment is not affected by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i) The contractor or subcontractor was a sole source supplier or otherwise was in a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ii)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have known that the cost or pricing data in issue 
were defective even though the contractor or subcontractor took no affirmative 
action to bring the character of the data to the attention of the contracting officer; 

(iii) The contract was based on an agreement about the total cost of the contract 
and there was no agreement about the cost of each item procured under such 
contract; or 

(iv) Cost or pricing data were required; however, the contractor or subcontractor did 
not submit a Certificate of Current Cost or Pricing Data relating to the contract. 

(4) Subject to paragraphs (b)(5) and (6) of this subsec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allow an offset for any understated cost or pricing data submitted in support of 
price negotiations, up to the amount of the Government’s claim for overstated pricing 
data arising out of the same pricing action (e.g., the initial pricing of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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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or the pricing of the same change order). 

(5) An offset shall be allowed only in an amount supported by the facts and if the 
contractor— (i) Certifies to the contracting officer that, to the best of the 
contractor’s knowledge and belief, the contractor is entitled to the offset in the 
amount requested; and 

(ii) Proves that the cost or pricing data were available before the “as of” date 
specified on the Certificate of Current Cost or Pricing Data but were not submitted. 
Such offsets need not be in the same cost groupings (e.g., material, direct labor, or 
indirect costs). 

(6) An offset shall not be allowed if— (i) The understated data were known by the 
contractor to be understated before the “as of” date specified on the Certificate of 
Current Cost or Pricing Data; or 

(ii) The Government proves that the facts demonstrate that the price would not have 
increased in the amount to be offset even if the available data had been submitted 
before the “as of” date specified on the Certificate of Current Cost or Pricing Data. 

(7)(i) In addition to the price adjustment, the Government is entitled to recovery of 
any overpayment plus interest on the overpayments. The Government is also entitled 
to penalty amounts on certain of these overpayments. Overpayment occurs only 
when payment is made for supplies or services accepted by the Government. 
Overpayments do not result from amounts paid for contract financing, as defined in 
32.001. 

(ii) In calculating the interest amount du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A) Determine the defective pricing amounts that have been overpaid to the 
contractor; 

(B) Consider the date of each overpayment (the date of overpayment for this 
interest calculation shall be the date payment was made for the related completed 
and accepted contract items; or for subcontract defective pricing, the date payment 
was made to the prime contractor, based on prime contract progress billings or 
deliveries, which included payments for a completed and accepted subcontract item); 
and 

(C) Apply the underpayment interest rate(s) in effect for each quarter from the time 
of overpayment to the time of repayment, utilizing rate(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under 26 U.S.C. 6621(a)(2). 

(iii) In arriving at the amount due for penalties on contracts where the submission of 
defective cost or pricing data was a knowing submiss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obtain an amount equal to the amount of overpayment made. Before taking any 
contractual actions concerning penaltie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obtain the 
advice of counsel. 

(iv) In the demand letter,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separately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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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repayment amount; 

(B) The penalty amount (if any); 

(C) The interest amount through a specified date; and 

(D) A statement that interest will continue to accrue until repayment is made. 

(c) If, after award, the contracting officer learns or suspects that the data furnished 
were not accurate, complete, and current, or were not adequately verified by the 
contractor as of the time of negotia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request an audit 
to evaluate the accuracy, completeness, and currency of the data. The Government 
may evaluate the profit-cost relationships only if the audit reveals that the data 
certified by the contractor were defectiv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not reprice 
the contract solely because the profit was greater than forecast or because a 
contingency specified in the submission failed to materialize. 

(d) For each advisory audit received based on a postaward review that indicates 
defective pricing,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make a determination as to whether or 
not the data submitted were defective and relied upon. Before making such a 
determina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give the contractor an opportunity to 
support the accuracy, completeness, and currency of the data in ques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prepare a memorandum documenting both the determination 
and any corrective action taken as a result.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send one 
copy of this memorandum to the auditor and, if the contract has been assigned for 
administration, one copy to the administrative contracting officer (ACO). A copy of 
the memorandum or other notice of the contracting officer’s determination shall be 
provided to the contractor. 

(e) If both the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submitted, and the contractor certified, 
or should have certified, cost or pricing data, the Government has the right, under 
the clauses at 52.215-10, Price Reduction for Defective Cost or Pricing Data, and 
52.215-11, Price Reduction for Defective Cost or Pricing Data—Modifications, to 
reduce the prime contract price if i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ecause a 
subcontractor submitted defective data. This right applies whether these data 
supported subcontract cost estimates or supported firm agreements between 
subcontractor and contractor. 

(f) If Government audit discloses defective subcontractor cost or pricing data,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support a reduction in prime contract and subcontract 
prices may be available only from the Government. To the extent necessary to 
secure a prime contract price reduc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make this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prime contractor or appropriate subcontractors, upon 
request. If release of the information would compromise Government security or 
disclose trade secrets or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release it only under conditions that will protect it from improper disclosure. 
Information made available under this paragraph shall be limited to that used as the 
basis for the prime contract price reduction. In order to afford an opportunity for 
corrective ac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give the prime contractor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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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notice before determining to reduce the prime contract price. 

(1) When a prime contractor includes defective subcontract data in arriving at the 
price but later awards the subcontract to a lower priced subcontractor (or does not 
subcontract for the work), any adjustment in the prime contract price due to 
defective subcontract data is limited to the difference (plus applicable indirect cost 
and profit markups) between the subcontract price used for pricing the prime 
contract, and either the actual subcontract price or the actual cost to the contractor, 
if not subcontracted, provided the data on which the actual subcontract price is 
based are not themselves defective. 

(2) Under cost-reimbursement contracts and under all fixed-price contracts except 
firm-fixed-price contracts and fixed-price contracts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payments to subcontractors that are higher than they would be had there been no 
defective subcontractor cost or pricing data shall be the basis for disallowance or 
nonrecognition of costs under the clauses prescribed in 15.408(b) and (c). The 
Government has a continuing and direct financial interest in such payments that is 
unaffected by the initial agreement on prime contract price. 

15.407-2  Make-or-buy programs. 
(a) General. The prime contractor is responsible for managing contract performance, 
including planning, placing, and administering subcontracts as necessary to ensure 
the lowest overall cost and technical risk to the Government. When make-or-buy 
programs are required, the Government may reserve the right to review and agree 
on the contractor’s make-or-buy program when necessary to ensure negotiation of 
reasonable contract prices, satisfactory performance, or implementation of 
socioeconomic policies. Consent to subcontracts and review of contractors’ 
purchasing systems are separate actions covered in Part 44. 

(b) Definition. “Make item,” as used in this subsection, means an item or work effort 
to be produced or performed by the prime contractor or its affiliates, subsidiaries, or 
divisions. 

(c) Acquisitions requiring make-or-buy programs. 

(1) Contracting officers may require prospective contractors to submit make-or-buy 
program plans for negotiated acquisitions requiring cost or pricing data whose 
estimated value is $11.5 million or more, except when the proposed contract is for 
research or development and, if prototypes or hardware are involved, no significant 
follow-on production is anticipated. 

(2) Contracting officers may require prospective contractors to submit make-or-buy 
programs for negotiated acquisitions whose estimated value is under $11.5 million 
only if the contracting officer— 

(i) Determines that the information is necessary; and 

(ii) Documents the reasons in the contract file. 

(d) Solicitation requirements. When prospective contractors are required to sub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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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make-or-buy programs, the solicitation shall include— 

(1) A statement that the program and required supporting information must 
accompany the offer; and 

(2) A description of factors to be used in evaluating the proposed program, such as 
capability, capacity, availability of small, small disadvantaged, women-owned, 
veteran-owned, HUBZone, and service-disabled veteran-owned small business 
concerns for subcontracting, establishment of new facilities in or near labor surplus 
areas, delivery or performance schedules, control of technical and schedule 
interfaces, proprietary processes, technical superiority or exclusiveness, and 
technical risks involved. 

(e) Program requirements. To support a make-or-buy program, the following 
information shall be supplied by the contractor in its proposal: 

(1) Items and work included. The information required from a contractor in a 
make-or-buy program shall be confined to those major items or work efforts that 
normally would require company management review of the make-or-buy decision 
because they are complex, costly, needed in large quantities, or require additional 
equipment or real property to produce. Raw materials, commercial items (see 2.101), 
and off-the-shelf items (see 46.101) shall not be included, unless their potential 
impact on contract cost or schedule is critical. Normally, make-or-buy programs 
should not include items or work efforts estimated to cost less than 1 percent of the 
total estimated contract price or any minimum dollar amount set by the agency. 

(2) The offeror’s program should include or be supported by the following 
information: 

(i) A description of each major item or work effort. 

(ii) Categorization of each major item or work effort as “must make,” “must buy,” or 
“can either make or buy.” 

(iii) For each item or work effort categorized as “can either make or buy,” a 
proposal either to “make” or to “buy.” 

(iv) Reasons for categorizing items and work efforts as “must make” or “must buy,” 
and proposing to “make” or to “buy” those categorized as “can either make or buy.” 
The reasons must include the consideration given to the evaluation factors described 
in the solicitation and must be in sufficient detail to permit the contracting officer to 
evaluate the categorization or proposal. 

(v) Designation of the plant or division proposed to make each item or perform each 
work effort, and a statement as to whether the existing or proposed new facility is 
in or near a labor surplus area. 

(vi) Identification of proposed subcontractors, if known, and their location and size 
status (also see Subpart 19.7 for subcontracting pla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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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Any recommendations to defer make-or-buy decisions when categorization of 
some items or work efforts is impracticable at the time of submission. 

(viii) Any other information the contracting officer requires in order to evaluate the 
program. 

(f) Evaluation, negotiation, and agreement. Contracting officers shall evaluate and 
negotiate proposed make-or-buy programs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ir receipt 
and before contract award. 

(1) When the program is to be incorporated in the contract and the design status of 
the product being acquired does not permit accurate precontract identification of 
major items or work effort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notify the prospective 
contractor in writing that these items or efforts, when identifiable, shall be added 
under the clause at 52.215-9, Changes or Additions to Make-or-Buy Program. 

(2) Contracting officers normally shall not agree to proposed “make items” when the 
products or services are not regularly manufactured or provided by the contractor 
and are available—quality, quantity, delivery, and other essential factors considered—
from another firm at equal or lower prices, or when they are regularly manufactured 
or provided by the contractor, but are available—quality, quantity, delivery, and other 
essential factors considered—from another firm at lower prices. However, the 
contracting officer may agree to these as “make items” if an overall lower 
Governmentwide cost would result or it is otherwis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Government. If this situation occurs in any fixed-price incentive or 
cost-plus-incentive-fee contract,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specify these items in 
the contract and state that they are subject to paragraph (d) of the clause at 
52.215-9, Changes or Additions to Make-or-Buy Program (see 15.408(a)). If the 
contractor proposes to reverse the categorization of such items during contract 
performance, the contract price shall be subject to equitable reduction. 

(g) Incorporating make-or-buy programs in contracts. The contracting officer may 
incorporate the make-or-buy program in negotiated contracts for— 

(1) Major systems (see Part 34) or their subsystems or components, regardless of 
contract type; or 

(2) Other supplies and services if— 

(i) The contract is a cost-reimbursable contract, or a cost-sharing contract in which 
the contractor’s share of the cost is less than 25 percent; and 

(ii)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technical or cost risks justify Government 
review and approval of changes or additions to the make-or-buy program. 

15.407-3  Forward pricing rate agreements. 
(a) When cost or pricing data are required, offerors are required to describe any 
forward pricing rate agreements (FPRA’s) in each specific pricing proposal to which 
the rates apply and to identify the latest cost or pricing data already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All data submitted in connection with th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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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s necessary, form a part of the total data that the offeror certifies to be 
accurate, complete, and current at the time of agreement on price for an initial 
contract or for a contract modification. 

(b) Contracting officers will use FPRA rates as bases for pricing all contracts, 
modifications, and other contractual actions to be performed during the period 
covered by the agreement. Conditions that may affect the agreement’s validity shall 
be reported promptly to the ACO. If the ACO determines that a changed condition 
invalidates the agreement, the ACO shall notify all interested parties of the extent of 
its effect and status of efforts to establish a revised FPRA. 

(c) Contracting officers shall not require certification at the time of agreement for 
data supplied in support of FPRA’s or other advance agreements. When a forward 
pricing rate agreement or other advance agreement is used to price a contract 
action that requires a certificate, the certificate supporting that contract action shall 
cover the data supplied to support the FPRA or other advance agreement, and all 
other data supporting the action. 

15.407-4  Should-cost review. 
(a) General. 

(1) Should-cost reviews are a specialized form of cost analysis. Should-cost reviews 
differ from traditional evaluation methods because they do not assume that a 
contractor’s historical costs reflect efficient and economical operation. Instead, these 
reviews evaluate the economy and efficiency of the contractor’s existing work force, 
methods, materials, equipment, real property, operating systems, and management. 
These reviews are accomplished by a multi-functional team of Government 
contracting, contract administration, pricing, audit, and engineering representatives. 
The objective of should-cost reviews is to promote both short and long-range 
improvements in the contractor’s economy and efficiency in order to reduce the cost 
of performance of Government contracts. In addition, by providing rationale for any 
recommendations and quantifying their impact on cost, the Government will be better 
able to develop realistic objectives for negotiation. 

(2) There are two types of should-cost reviews—program should-cost review (see 
paragraph (b) of this subsection) and overhead should-cost review (see paragraph 
(c) of this subsection). These should-cost reviews may be performed together or 
independently. The scope of a should-cost review can range from a large-scale 
review examining the contractor’s entire operation (including plant-wide overhead 
and selected major subcontractors) to a small-scale tailored review examining 
specific portions of a contractor’s operation. 

(b) Program should-cost review. 

(1) A program should-cost review is used to evaluate significant elements of direct 
costs, such as material and labor, and associated indirect costs, usually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of major systems. When a program should-cost review is 
conducted relative to a contractor proposal, a separate audit report on the proposal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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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program should-cost review should be considered, particularly in the case of a 
major system acquisition (see Part 34), when— 

(i) Some initial production has already taken place; 

(ii) The contract will be awarded on a sole source basis; 

(iii) There are future year production requirements for substantial quantities of like 
items; 

(iv) The items being acquired have a history of increasing costs; 

(v) The work is sufficiently defined to permit an effective analysis and major 
changes are unlikely; 

(vi) Sufficient time is available to plan and adequately conduct the should-cost 
review; and 

(vii) Personnel with the required skills are available or can be assigned for the 
duration of the should-cost review. 

(3)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decide which elements of the contractor’s 
operation have the greatest potential for cost savings and assign the available 
personnel resources accordingly. The expertise of on-site Government personnel 
should be used, when appropriate. While the particular elements to be analyzed are a 
function of the contract work task, elements such as manufacturing, pricing and 
accounting, management and organization, and subcontract and vendor management 
are normally reviewed in a should-cost review. 

(4) In acquisitions for which a program should-cost review is conducted, a separate 
program should-cost review team report, prepared in accordance with agency 
procedures, is required.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consider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program should-cost review team report when 
negotiating the contract price. After completing the negotia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provide the ACO a report of any identified uneconomical or inefficient 
practices, together with a report of correction or disposition agreements reached 
with the contractor.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establish a follow-up plan to 
monitor the correction of the uneconomical or inefficient practices. 

(5) When a program should-cost review is planned,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state this fact in the acquisition plan or acquisition plan updates (see Subpart 7.1) 
and in the solicitation. 

(c) Overhead should-cost review. 

(1) An overhead should- cost review is used to evaluate indirect costs, such as 
fringe benefits, shipping and receiving, real property, and equipment, depreciation, 
plant maintenance and security, taxes, and general and administrative activities. It is 
normally used to evaluate and negotiate an FPRA with the contractor. When an 
overhead should-cost review is conducted, a separate audit report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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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following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selecting contractor sites for 
overhead should-cost reviews: 

(i) Dollar amount of Government business. 

(ii) Level of Government participation. 

(iii) Level of noncompetitive Government contracts. 

(iv) Volume of proposal activity. 

(v) Major system or program. 

(vi) Corporate reorganizations, mergers, acquisitions, or takeovers. 

(vii) Other conditions (e.g., changes in accounting systems, management, or business 
activity). 

(3) The objective of the overhead should-cost review is to evaluate significant 
indirect cost elements in-depth, and identify and recommend corrective actions 
regarding inefficient and uneconomical practices. If it is conducted in conjunction 
with a program should-cost review, a separate overhead should-cost review report 
is not required. However,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overhead 
should-cost team, or any separate overhead should-cost review report, shall be 
provided to the ACO. The ACO should use this information to form the basis for the 
Government position in negotiating an FPRA with the contractor. The ACO shall 
establish a follow-up plan to monitor the correction of the uneconomical or 
inefficient practices. 

15.407-5  Estimating systems. 
(a) Using an acceptable estimating system for proposal preparation benefits both the 
Government and the contractor by increasing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individual proposals. Cognizant audit activities, when it is appropriate to do so, shall 
establish and manage regular programs for reviewing selected contractors’ estimating 
systems or methods, in order to reduce the scope of reviews to be performed on 
individual proposals, expedite the negotiation process, and increase the reliability of 
proposals. The results of estimating system reviews shall be documented in survey 
reports. 

(b) The auditor shall send a copy of the estimating system survey report and a copy 
of the official notice of corrective action required to each contracting office and 
contract administration office having substantial business with that contractor. 
Significant deficiencies not corrected by the contractor shall be a consideration in 
subsequent proposal analyses and negotiations. 

15.408  Solicitation provisions and contract clauses. 
(a) Changes or Additions to Make-or-Buy Program.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15-9, Changes or Additions to Make-or-Buy Program,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it is contemplated that a make-or-buy program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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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incorporated in the contract. If a less economical “make” or “buy” categorization 
is selected for one or more items of significant valu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se the clause with— 

(1) Its Alternate I, if a fixed-price incentive contract is contemplated; or 

(2) Its Alternate II, if a cost-plus-incentive-fee contract is contemplated. 

(b) Price Reduction for Defective Cost or Pricing Data.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when contracting by negotiation, insert the clause at 52.215-10, Price Reduction for 
Defective Cost or Pricing Data,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it is contemplated 
that cost or pricing data will be required from the contractor or any subcontractor 
(see 15.403-4). 

(c) Price Reduction for Defective Cost or Pricing Data—Modification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when contracting by negotiation, insert the clause at 
52.215-11, Price Reduction for Defective Cost or Pricing Data—Modifications,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it is contemplated that cost or pricing data will be 
required from the contractor or any subcontractor (see 15.403-4) for the pricing of 
contract modifications, and the clause prescribed in paragraph (b) of this section has 
not been included. 

(d) Subcontractor Cost or Pricing Data.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15-12, Subcontractor Cost or Pricing Data,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the clause prescribed in paragraph (b) of this section is included. 

(e) Subcontractor Cost or Pricing Data—Modification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15-13, Subcontractor Cost or Pricing Data—Modifications,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the clause prescribed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is included. 

(f) Integrity of Unit Prices. 

(1)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15-14, Integrity of Unit 
Prices,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except for- 

(i) Acquisitions at or below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ii) Construction or architect-engineer services under Part 36; 

(iii) Utility services under Part 41; 

(iv) Service contracts where supplies are not required; 

(v) Acquisitions of commercial items; and 

(vi) Contracts for petroleum products. 

(2)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 when 
contracting without adequate price competition or when prescribed b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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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g) Pension Adjustments and Asset Reversion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15-15, Pension Adjustments and Asset Reversions,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for which it is anticipated that cost or pricing data will be required or 
for which any preaward or postaward cost determinations will be subject to Part 31. 

(h) Facilities Capital Cost of Money.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provision 
at 52.215-16, Facilities Capital Cost of Money, in solicitations expected to result in 
contracts that are subject to the cost principles for contracts with commercial 
organizations (see Subpart 31.2). 

(i) Waiver of Facilities Capital Cost of Money. If the prospective contractor does not 
propose facilities capital cost of money in its offer,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15-17, Waiver of Facilities Capital Cost of Money, in the 
resulting contract. 

(j) Reversion or Adjustment of Plans for Postretirement Benefits (PRB) Other Than 
Pension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15-18, Reversion or 
Adjustment of Plans for Postretirement Benefits (PRB) Other Than Pensions,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for which it is anticipated that cost or pricing data will be 
required or for which any preaward or postaward cost determinations will be subject 
to Part 31. 

(k) Notification of Ownership Change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15-19, Notification of Ownership Changes,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for 
which it is contemplated that cost or pricing data will be required or for which any 
preaward or postaward cost determination will be subject to Subpart 31.2. 

(l) Requirements for Cost or Pricing Data or Information Other Than Cost or Pricing 
Data. Considering the hierarchy at 15.402, the contracting officer may insert the 
provision at 52.215-20, Requirements for Cost or Pricing Data or Information Other 
Than Cost or Pricing Data, in solicitations if it is reasonably certain that cost or 
pricing data or information other than cost or pricing data will be required. This 
provision also provides instructions to offerors on how to request an excep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1) Use the provision with its Alternate I to specify a format for cost or pricing data 
other than the format required by Table 15-2 of this section; 

(2) Use the provision with its Alternate II if copies of the proposal are to be sent to 
the ACO and contract auditor; 

(3) Use the provision with its Alternate III if submission via electronic media is 
required; and 

(4) Replace the basic provision with its Alternate IV if cost or pricing data are not 
expected to be required because an exception may apply, but information other than 
cost or pricing data is required as described in 15.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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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Requirements for Cost or Pricing Data or Information Other Than Cost or Pricing 
Data—Modifications. Considering the hierarchy at 15.402, the contracting officer may 
insert the clause at 52.215-21, Requirements for Cost or Pricing Data or Information 
Other Than Cost or Pricing Data—Modifications,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if it is 
reasonably certain that cost or pricing data or information other than cost or pricing 
data will be required for modifications. This clause also provides instructions to 
contractors on how to request an excep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1)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 to specify a format for cost or pricing data 
other than the format required by Table 15-2 of this section; 

(2)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I if copies of the proposal are to be sent to 
the ACO and contract auditor; 

(3)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II if submission via electronic media is 
required; and 

(4) Replace the basic clause with its Alternate IV if cost or pricing data are not 
expected to be required because an exception may apply, but information other than 
cost or pricing data is required as described in 15.403-3. 

(n) Limitations on Pass-Through Charges. 

(1)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provision at 52.215-22, Limitations on 
Pass-Through Charges-Identification of Subcontract Effort, in solicitations containing 
the clause at 52.215-23. 

(2)(i)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n)(2)(ii),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52.215-23, Limitations on Pass-Through Charges,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including task or delivery orders as follows: 

(A) For civilian agencies, insert the clause when— 

(1) The total estimated contract or order value exceeds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as defined in section 2.101 and 

(2) The contemplated contract type is expected to be a cost-reimbursement type 
contract as defined in Subpart 16.3; or 

(B) For DoD, insert the clause when— 

(1) The total estimated contract or order value exceeds the threshold for obtaining 
cost or pricing data in 15.403-4; and 

(2) The contemplated contract type is expected to be any contract type except— 

(i) A firm-fixed-price contract awarded on the basis of adequate price competition; 

(ii) A fixed-price contract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awarded on the basis of 
adequate price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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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 firm-fixed-price contract for the acquisition of a commercial item; or 

(iv) A fixed-price contract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for the acquisition of a 
commercial item. 

(ii) The clause may be used when the total estimated contract or order value is 
below the thresholds identified in 15.408(n)(2)(i) and for any contract type, when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inclusion of the clause is appropriate. 

(iii) Use the clause 52.215-23 with its Alternate I when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the prospective contractor has demonstrated that its functions 
provide added value to the contracting effort and there are no excessive 
pass-through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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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6 Types of Contracts

16.001  Definitions. 
As used in this part— 
Award-Fee Board means the team of individuals identified in the award-fee plan 
who have been designated to assist the Fee-Determining Official in making 
award-fee determinations. 

Fee-Determining Official (FDO) means the designated Agency official(s) who reviews 
the recommendations of the Award-Fee Board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award 
fee to be earned by the contractor for each evaluation period. 

Rollover of unearned award fee means the process of transferring unearned award 
fee, which the contractor had an opportunity to earn, from one evaluation period to 
a subsequent evaluation period, thus allowing the contractor an additional opportunity 
to earn that previously unearned award fee. 

Subpart 16.1—Selecting Contract Types 
16.101  General. 
(a) A wide selection of contract types is available to the Government and contractors 
in order to provide needed flexibility in acquiring the large variety and volume of 
supplies and services required by agencies. Contract types vary according to— 

(1) The degree and timing of the responsibility assumed by the contractor for the 
costs of performance; and 

(2) The amount and nature of the profit incentive offered to the contractor for 
achieving or exceeding specified standards or goals. 

(b) The contract types are grouped into two broad categories: fixed-price contracts 
(see Subpart 16.2) and cost-reimbursement contracts (see Subpart 16.3). The 
specific contract types range from firm-fixed-price, in which the contractor has full 
responsibility for the performance costs and resulting profit (or loss), to 
cost-plus-fixed-fee, in which the contractor has minimal responsibility for the 
performance costs and the negotiated fee (profit) is fixed. In between are the 
various incentive contracts (see Subpart 16.4), in which the contractor’s 
responsibility for the performance costs and the profit or fee incentives offered are 
tailored to the uncertainties involved in contract performance. 

16.102  Policies. 
(a) Contracts resulting from sealed bidding shall be firm-fixed-price contracts or 
fixed-price contracts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b) Contracts negotiated under Part 15 may be of any type or combination of types 
that will promote the Government’s interest, except as restricted in this part (see 10 
U.S.C. 2306(a) and 41 U.S.C. 254(a)). Contract types not described in this regulation 
shall not be used, except as a deviation under Subpart 1.4. 

(c) The cost-plus-a-percentage-of-cost system of contracting shall not be used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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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S.C. 2306(a) and 41 U.S.C. 254(b)). Prime contracts (including letter contracts) 
other than firm-fixed-price contracts shall, by an appropriate clause, prohibit 
cost-plus-a-percentage-of-cost subcontracts (see clauses prescribed in Subpart 44.2 
for cost-reimbursement contracts and Subparts 16.2 and 16.4 for fixed-price 
contracts). 

(d) No contract may be awarded before the execution of any determination and 
findings (D&F’s) required by this part. Minimum requirements for the content of 
D&F’s required by this part are specified in 1.704. 

16.103  Negotiating contract type. 
(a) Selecting the contract type is generally a matter for negotiation and requires the 
exercise of sound judgment. Negotiating the contract type and negotiating prices are 
closely related and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The objective is to negotiate a 
contract type and price (or estimated cost and fee) that will result in reasonable 
contractor risk and provide the contractor with the greatest incentive for efficient 
and economical performance. 

(b) A firm-fixed-price contract, which best utilizes the basic profit motive of 
business enterprise, shall be used when the risk involved is minimal or can be 
predicted with an acceptable degree of certainty. However, when a reasonable basis 
for firm pricing does not exist, other contract types should be considered, and 
negotiations should be directed toward selecting a contract type (or combination of 
types) that will appropriately tie profit to contractor performance. 

(c) In the course of an acquisition program, a series of contracts, or a single 
long-term contract, changing circumstances may make a different contract type 
appropriate in later periods than that used at the outset. In particular, contracting 
officers should avoid protracted use of a cost-reimbursement or time-and-materials 
contract after experience provides a basis for firmer pricing. 

(d) Each contract file shall include documentation to show why the particular 
contract type was selected. Exceptions to this requirement are— 

(1) Fixed-price acquisitions made under simplified acquisition procedures; 

(2) Contracts on a firm fixed-price basis other than those for major systems 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3) Awards on the set-aside portion of sealed bid partial set-asides for small 
business. 

16.104  Factors in selecting contract types. 
There are many factors that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consider in selecting and 
negotiating the contract type. They include the following: 

(a) Price competition. Normally, effective price competition results in realistic pricing, 
and a fixed-price contract is ordinarily in the Government’s interest. 

(b) Price analysis. Price analysis, with or without competition, may provide a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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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electing the contract type. The degree to which price analysis can provide a 
realistic pricing standard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See 15.404-1(b).) 

(c) Cost analysis. In the absence of effective price competition and if price analysis 
is not sufficient, the cost estimates of the offeror and the Government provide the 
bases for negotiating contract pricing arrangements. It is essential that the 
uncertainties involved in performance and their possible impact upon costs be 
identified and evaluated, so that a contract type that places a reasonable degree of 
cost responsibility upon the contractor can be negotiated. 

(d) Type and complexity of the requirement. Complex requirements, particularly 
those unique to the Government, usually result in greater risk assumption by the 
Government. This is especially true for complex research and development contracts, 
when performance uncertainties or the likelihood of changes makes it difficult to 
estimate performance costs in advance. As a requirement recurs or as quantity 
production begins, the cost risk should shift to the contractor, and a fixed-price 
contract should be considered. 

(e) Urgency of the requirement. If urgency is a primary factor, the Government may 
choose to assume a greater proportion of risk or it may offer incentives to ensure 
timely contract performance. 

(f) Period of performance or length of production run. In times of economic 
uncertainty, contracts extending over a relatively long period may require economic 
price adjustment terms. 

(g) Contractor’s technical capability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h) Adequacy of the contractor’s accounting system. Before agreeing on a contract 
type other than firm-fixed-pric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ensure that the 
contractor’s accounting system will permit timely development of all necessary cost 
data in the form required by the proposed contract type. This factor may be critical 
when the contract type requires price revision while performance is in progress, or 
when a cost-reimbursement contract is being considered and all current or past 
experience with the contractor has been on a fixed-price basis. 

(i) Concurrent contracts. If performance under the proposed contract involves 
concurrent operations under other contracts, the impact of those contracts, including 
their pricing arrangements, should be considered. 

(j) Extent and nature of proposed subcontracting. If the contractor proposes 
extensive subcontracting, a contract type reflecting the actual risks to the prime 
contractor should be selected. 

(k) Acquisition history. Contractor risk usually decreases as the requirement is 
repetitively acquired. Also, product descriptions or descriptions of services to be 
performed can be defined more clearly. 

16.105  Solicitation provis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complete and insert the provision at 52.216-1, Typ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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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in a solicitation unless it is for— 

(a) A fixed-price acquisition made under simplified acquisition procedures; or 

(b) Information or planning purposes.

Subpart 16.2—Fixed-Price Contracts 
16.201  General. 
Fixed-price types of contracts provide for a firm price or, in appropriate cases, an 
adjustable price. Fixed-price contracts providing for an adjustable price may include 
a ceiling price, a target price (including target cost), or both.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contract, the ceiling price or target price is subject to adjustment 
only by operation of contract clauses providing for equitable adjustment or other 
revision of the contract price under stated circumstance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se firm-fixed-price or fixed-price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contracts 
when acquiring commercial items. 

16.202  Firm-fixed-price contracts. 
16.202-1  Description. 
A firm-fixed-price contract provides for a price that is not subject to any 
adjustment on the basis of the contractor’s cost experience in performing the 
contract. This contract type places upon the contractor maximum risk and full 
responsibility for all costs and resulting profit or loss. It provides maximum incentive 
for the contractor to control costs and perform effectively and imposes a minimum 
administrative burden upon the contracting parties. The contracting officer may use a 
firm-fixed-price contract in conjunction with an award-fee incentive (see 16.404) 
and performance or delivery incentives (see 16.402-2 and 16.402-3) when the 
award fee or incentive is based solely on factors other than cost. The contract type 
remains firm-fixed-price when used with these incentives. 

16.202-2  Application. 
A firm-fixed-price contract is suitable for acquiring commercial items (see Parts 2 
and 12) or for acquiring other supplies or services on the basis of reasonably 
definite functional or detailed specifications (see Part 11) when the contracting 
officer can establish fair and reasonable prices at the outset, such as when— 

(a) There is adequate price competition; 

(b) There are reasonable price comparisons with prior purchases of the same or 
similar supplies or services made on a competitive basis or supported by valid cost 
or pricing data; 

(c) Available cost or pricing information permits realistic estimates of the probable 
costs of performance; or 

(d) Performance uncertainties can be identified and reasonable estimates of their 
cost impact can be made, and the contractor is willing to accept a firm fixed price 
representing assumption of the risks involved. 

16.203  Fixed-price contracts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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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3-1  Description. 
(a) A fixed-price contract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provides for upward and 
downward revision of the stated contract price upon the occurrence of specified 
contingencies. Economic price adjustments are of three general types: 

(1) Adjustments based on established prices. These price adjustments are based on 
increases or decreases from an agreed-upon level in published or otherwise 
established prices of specific items or the contract end items. 

(2) Adjustments based on actual costs of labor or material. These price adjustments 
are based on increases or decreases in specified costs of labor or material that the 
contractor actually experiences during contract performance. 

(3) Adjustments based on cost indexes of labor or material. These price adjustments 
are based on increases or decreases in labor or material cost standards or indexes 
that are specifically identified in the contract. 

(b) The contracting officer may use a fixed-price contract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in conjunction with an award-fee incentive (see 16.404) and performance 
or delivery incentives (see 16.402-2 and 16.402-3) when the award fee or incentive 
is based solely on factors other than cost. The contract type remains fixed-price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when used with these incentives. 

16.203-2  Application. 
A fixed-price contract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may be used when (i) there is 
serious doubt concerning the stability of market or labor conditions that will exist 
during an extended period of contract performance, and (ii) contingencies that would 
otherwise be included in the contract price can be identified and covered separately 
in the contract. Price adjustments based on established prices should normally be 
restricted to industry-wide contingencies. Price adjustments based on labor and 
material costs should be limited to contingencies beyond the contractor’s control. For 
use of economic price adjustment in sealed bid contracts, see 14.408-4. 

(a) In establishing the base level from which adjustment will be mad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ensure that contingency allowances are not duplicated by 
inclusion in both the base price and the adjustment requested by the contractor 
under economic price adjustment clause. 

(b) In contracts that do not require submission of cost or pricing data,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obtain adequate information to establish the base level from 
which adjustment will be made and may require verification of data submitted. 

16.203-3  Limitations. 
A fixed-price contract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shall not be used unless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it is necessary either to protect the contractor 
and the Government against significant fluctuations in labor or material costs or to 
provide for contract price adjustment in the event of changes in the contractor’s 
established prices. 

16.203-4  Contract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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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djustment based on established prices—standard supplies. 

(1)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when contracting by negotiation, insert the clause 
at 52.216-2, Economic Price Adjustment—Standard Supplies, or an agency-prescribed 
clause as authorized in paragraph (a)(2) of this subsection,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pply: 

(i) A fixed-price contract is contemplated. 

(ii) The requirement is for standard supplies that have an established catalog or 
market price. 

(iii) The contracting officer has made the determination specified in 16.203-3. 

(2) If all the conditions in paragraph (a)(1) of this subsection apply and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the use of the clause at 52.216-2 is 
inappropriate, the contracting officer may use an agency-prescribed clause instead of 
the clause at 52.216-2. 

(3) If the negotiated unit price reflects a net price after applying a trade discount 
from a catalog or list pric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document in the contract 
file both the catalog or list price and the discount. (This does not apply to prompt 
payment or cash discounts.) 

(b) Adjustment based on established prices—semistandard supplies. 

(1)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when contracting by negotiation, insert the clause 
at 52.216-3, Economic Price Adjustment—Semistandard Supplies, or an 
agency-prescribed clause as authorized in paragraph (b)(2) of this section,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pply: 

(i) A fixed-price contract is contemplated. 

(ii) The requirement is for semistandard supplies for which the prices can be 
reasonably related to the prices of nearly equivalent standard supplies that have an 
established catalog or market price. 

(iii) The contracting officer has made the determination specified in 16.203-3. 

(2) If all conditions in paragraph (b)(1) of this subsection apply and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the use of the clause at 52.216-3 is inappropriate, the 
contracting officer may use an agency-prescribed clause instead of the clause at 
52.216-3. 

(3) If the negotiated unit price reflects a net price after applying a trade discount 
from a catalog or list pric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document in the contract 
file both the catalog or list price and the discount. (This does not apply to prompt 
payment or cash discounts.) 

(4) Before entering into the contract, the contracting officer and contractor must 



- 653 -

agree in writing on the identity of the standard supplies and the corresponding 
contract line items to which the clause applies. 

(5) If the supplies are standard, except for preservation, packaging, and packing 
requirements, the clause prescribed in 16.203-4(a) shall be used rather than this 
clause. 

(c) Adjustments based on actual cost of labor or material. 

(1)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when contracting by negotiation, insert a clause 
that is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clause at 52.216-4, Economic Price Adjustment 
—Labor and Material, or an agency-prescribed clause as authorized in subparagraph 
(c)(2) of this section,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pply: 

(i) A fixed-price contract is contemplated. 

(ii) There is no major element of design engineering or development work involved. 

(iii) One or more identifiable labor or material cost factors are subject to change. 

(iv) The contracting officer has made the determination specified in 16.203-3. 

(2) If all conditions in paragraph (c)(1) of this section apply and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the use of the clause at 52.216-4 is inappropriate, the 
contracting officer may use an agency-prescribed clause instead of the clause at 
52.216-4. 

(3)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describe in detail in the contract Schedule— 

(i) The types of labor and materials subject to adjustment under the clause; 

(ii) The labor rates, including fringe benefits (if any) and unit prices of materials that 
may be increased or decreased; and 

(iii) The quantities of the specified labor and materials allocable to each unit to be 
delivered under the contract. 

(4) In negotiating adjustments under the claus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 Consider work in process and materials on hand at the time of changes in labor 
rates, including fringe benefits (if any) or material prices; 

(ii) Not include in adjustments any indirect cost (except fringe benefits as defined in 
31.205-6(m)) or profit; and 

(iii) Consider only those fringe benefits specified in the contract Schedule. 

(d) Adjustments based on cost indexes of labor or material.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consider using an economic price adjustment clause based on cost index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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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or material under the circumstances and subject to approval as described in 
paragraphs (d)(1) and (d)(2) of this section. 

(1) A clause providing adjustment based on cost indexes of labor or materials may 
be appropriate when— 

(i) The contract involves an extended period of performance with significant costs to 
be incurred beyond 1 year after performance begins; 

(ii) The contract amount subject to adjustment is substantial; and 

(iii) The economic variables for labor and materials are too unstable to permit a 
reasonable division of risk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ontractor, without this 
type of clause. 

(2) Any clause using this method shall be prepared and approved under agency 
procedures. Because of the variations in circumstances and clause wording that may 
arise, no standard clause is prescribed. 

16.204  Fixed-price incentive contracts. 
A fixed-price incentive contract is a fixed-price contract that provides for adjusting 
profit and establishing the final contract price by a formula based on the relationship 
of final negotiated total cost to total target cost. Fixed-price incentive contracts are 
covered in Subpart 16.4, Incentive Contracts. See 16.403 for more complete 
descriptions, application, and limitations for these contracts. Prescribed clauses are 
found at 16.406. 

16.205  Fixed-price contracts with prospective price redetermination. 
16.205-1  Description. 
A fixed-price contract with prospective price redetermination provides for— 

(a) A firm fixed price for an initial period of contract deliveries or performance; and 

(b) Prospective redetermination, at a stated time or times during performance, of the 
price for subsequent periods of performance. 

16.205-2  Application. 
A fixed-price contract with prospective price redetermination may be used in 
acquisitions of quantity production or services for which it is possible to negotiate a 
fair and reasonable firm fixed price for an initial period, but not for subsequent 
periods of contract performance. 

(a) The initial period should be the longest period for which it is possible to 
negotiate a fair and reasonable firm fixed price. Each subsequent pricing period 
should be at least 12 months. 

(b) The contract may provide for a ceiling price based on evaluation of the 
uncertainties involved in performance and their possible cost impact. This ceiling 
price should provide for assumption of a reasonable proportion of the risk by the 
contractor and, once established, may be adjusted only by operation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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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ses providing for equitable adjustment or other revision of the contract price 
under stated circumstances. 

16.205-3  Limitations. 
This contract type shall not be used unless— 

(a) Negotiations have established that— 

(1) The conditions for use of a firm-fixed-price contract are not present (see 
16.202-2); and 

(2) A fixed-price incentive contract would not be more appropriate; 

(b) The contractor’s accounting system is adequate for price redetermination; 

(c) The prospective pricing periods can be made to conform with operation of the 
contractor’s accounting system; and 

(d) There is reasonable assurance that price redetermination actions will take place 
promptly at the specified times. 

16.205-4  Contract claus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when contracting by negotiation, insert the clause at 
52.216-5, Price Redetermination—Prospective,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 
fixed-price contract is contemplated and the conditions specified in 16.205-2 and 
16.205-3(a) through (d) apply. 

16.206  Fixed-ceiling-price contracts with retroactive price redetermination. 
16.206-1  Description. 
A fixed-ceiling-price contract with retroactive price redetermination provides for— 

(a) A fixed ceiling price; and 

(b) Retroactive price redetermination within the ceiling after completion of the 
contract. 

16.206-2  Application. 
A fixed-ceiling-price contract with retroactive price redetermination is appropriat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contracts estimated at $100,000 or less when it is 
established at the outset that a fair and reasonable firm fixed price cannot be 
negotiated and that the amount involved and short performance period make the use 
of any other fixed-price contract type impracticable. 

(a) A ceiling price shall be negotiated for the contract at a level that reflects a 
reasonable sharing of risk by the contractor. The established ceiling price may be 
adjusted only if required by the operation of contract clauses providing for equitable 
adjustment or other revision of the contract price under stated circumstances. 

(b) The contract should be awarded only after negotiation of a billing price that is 
as fair and reasonable as the circumstances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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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ince this contract type provides the contractor no cost control incentive except 
the ceiling price,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make clear to the contractor during 
discussion before award that the contractor’s management effectiveness and 
ingenuity will be considered in retroactively redetermining the price. 

16.206-3  Limitations. 
This contract type shall not be used unless— 

(a) The contract i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e estimated cost is $100,000 
or less; 

(b) The contractor’s accounting system is adequate for price redetermination; 

(c) There is reasonable assurance that the price redetermination will take place 
promptly at the specified time; and 

(d) The head of the contracting activity (or a higher-level official, if required by 
agency procedures) approves its use in writing. 

16.206-4  Contract claus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when contracting by negotiation, insert the clause at 
52.216-6, Price Redetermination—Retroactive,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 
fixed-price contract is contemplated and the conditions in 16.206-2 and 16.206-3(a) 
through (d) apply. 

16.207  Firm-fixed-price, level-of-effort term contracts. 
16.207-1  Description. 
A firm-fixed-price, level-of-effort term contract requires— 

(a) The contractor to provide a specified level of effort, over a stated period of 
time, on work that can be stated only in general terms; and 

(b) The Government to pay the contractor a fixed dollar amount. 

16.207-2  Application. 
A firm-fixed-price, level-of-effort term contract is suitable for investigation or study 
in a spec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area. The product of the contract is usually 
a report showing the results achieved through application of the required level of 
effort. However, payment is based on the effort expended rather than on the results 
achieved. 

16.207-3  Limitations. 
This contract type may be used only when— 

(a) The work required cannot otherwise be clearly defined; 

(b) The required level of effort is identified and agreed upon in advance; 

(c) There is reasonable assurance that the intended result cannot be achiev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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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ding less than the stipulated effort; and 

(d) The contract price is $100,000 or less, unless approved by the chief of the 
contracting office.

Subpart 16.3—Cost-Reimbursement Contracts 
16.301  General. 
16.301-1  Description. 
Cost-reimbursement types of contracts provide for payment of allowable incurred 
costs, to the extent prescribed in the contract. These contracts establish an estimate 
of total cost for the purpose of obligating funds and establishing a ceiling that the 
contractor may not exceed (except at its own risk) without the approval of the 
contracting officer. 

16.301-2  Application. 
Cost-reimbursement contracts are suitable for use only when uncertainties involved 
in contract performance do not permit costs to be estimated with sufficient accuracy 
to use any type of fixed-price contract. 

16.301-3  Limitations. 
(a) A cost-reimbursement contract may be used only when— 

(1) The contractor’s accounting system is adequate for determining costs applicable 
to the contract; and 

(2) Appropriate Government surveillance during performance will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that efficient methods and effective cost controls are used. 

(b) The use of cost-reimbursement contracts is prohibited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see Parts 2 and 12). 

16.302  Cost contracts. 
(a) Description. A cost contract is a cost-reimbursement contract in which the 
contractor receives no fee. 

(b) Application. A cost contract may be appropriat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work, particularly with nonprofit educational institutions or other nonprofit 
organizations. 

(c) Limitations. See 16.301-3. 

16.303  Cost-sharing contracts. 
(a) Description. A cost-sharing contract is a cost-reimbursement contract in which 
the contractor receives no fee and is reimbursed only for an agreed-upon portion of 
its allowable costs. 

(b) Application. A cost-sharing contract may be used when the contractor agrees to 
absorb a portion of the costs, in the expectation of substantial compensating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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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imitations. See 16.301-3. 

16.304  Cost-plus-incentive-fee contracts. 
A cost-plus-incentive-fee contract is a cost-reimbursement contract that provides 
for an initially negotiated fee to be adjusted later by a formula based on the 
relationship of total allowable costs to total target costs. Cost-plus-incentive-fee 
contracts are covered in Subpart 16.4, Incentive Contracts. See 16.405-1 for a more 
complete description and discussion of application of these contracts. See 16.301-3 
for limitations. 

16.305  Cost-plus-award-fee contracts. 
A cost-plus-award-fee contract is a cost-reimbursement contract that provides for a 
fee consisting of (a) a base amount (which may be zero) fixed at inception of the 
contract and (b) an award amount, based upon a judgmental evaluation by the 
Government, sufficient to provide motivation for excellence in contract performance. 
Cost-plus-award-fee contracts are covered in Subpart 16.4, Incentive Contracts. See 
16.401(e) for a more complete description and discus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se 
contracts. See 16.301-3 and 16.401(e)(5) for limitations. 

16.306  Cost-plus-fixed-fee contracts. 
(a) Description. A cost-plus-fixed-fee contract is a cost-reimbursement contract that 
provides for payment to the contractor of a negotiated fee that is fixed at the 
inception of the contract. The fixed fee does not vary with actual cost, but may be 
adjusted as a result of changes in the work to be performed under the contract. 
This contract type permits contracting for efforts that might otherwise present too 
great a risk to contractors, but it provides the contractor only a minimum incentive 
to control costs. 

(b) Application. 

(1) A cost-plus-fixed-fee contract is suitable for use when the conditions of 
16.301-2 are present and, for example— 

(i) The contract is for the performance of research or preliminary exploration or 
study, and the level of effort required is unknown; or 

(ii) The contract is for development and test, and using a cost-plus-incentive-fee 
contract is not practical. 

(2) A cost-plus-fixed-fee contract normally should not be used in development of 
major systems (see Part 34) once preliminary exploration, studies, and risk reduction 
have indicated a high degree of probability that the development is achievable and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reasonably firm performance objectives and 
schedules. 

(c) Limitations. No cost-plus-fixed-fee contract shall be awarded unless the 
contracting officer complies with all limitations in 15.404-4(c)(4)(i) and 16.301-3. 

(d) Completion and term forms. A cost-plus-fixed-fee contract may take one of two 
basic forms—completion or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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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completion form describes the scope of work by stating a definite goal or 
target and specifying an end product. This form of contract normally requires the 
contractor to complete and deliver the specified end product (e.g., a final report of 
research accomplishing the goal or target) within the estimated cost, if possible, as a 
condition for payment of the entire fixed fee. However, in the event the work cannot 
be completed within the estimated cost, the Government may require more effort 
without increase in fee, provided the Government increases the estimated cost. 

(2) The term form describes the scope of work in general terms and obligates the 
contractor to devote a specified level of effort for a stated time period. Under this 
form, if the performance is considered satisfactory by the Government, the fixed fee 
is payable at the expiration of the agreed-upon period, upon contractor statement 
that the level of effort specified in the contract has been expended in performing 
the contract work. Renewal for further periods of performance is a new acquisition 
that involves new cost and fee arrangements. 

(3)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obligation assumed by the contractor, the 
completion form is preferred over the term form whenever the work, or specific 
milestones for the work, can be defined well enough to permit development of 
estimates within which the contractor can be expected to complete the work. 

(4) The term form shall not be used unless the contractor is obligated by the 
contract to provide a specific level of effort within a definite time period. 

16.307  Contract clauses. 
(a)(1)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16-7, Allowable Cost and 
Payment,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 cost-reimbursement contract or a 
time-and-materials contract (other than a contract for a commercial item) is 
contemplated. If the contract is with an educational institution, modify the clause by 
deleting from paragraph (a) the words “Subpart 31.2” and substituting for them 
“Subpart 31.3.” If the contract is with a State or local government, modify the clause 
by deleting from paragraph (a) the words “Subpart 31.2” and substituting for them 
“Subpart 31.6.” If the contract is with a nonprofit organization other than an 
educational institution, a State or local government, or a nonprofit organization 
exempted under OMB Circular No. A-122, modify the clause by deleting from 
paragraph (a) the words “Subpart 31.2” and substituting for them “Subpart 31.7.” If 
the contract is a time-and-materials contract, the clause at 52.216-7 applies only to 
the portion of the contract that provides for reimbursement of materials (as defined 
in the clause at 52.232-7) at actual cost. 

(2) If the contract is a construction contract and contains the clause at 52.232-27, 
Prompt Payment for Construction Contract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se the 
clause at 52.216-7 with its Alternate I. 

(b)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16-8, Fixed Fee,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 cost-plus-fixed-fee contract (other than a 
construction contract) is contemplated. 

(c)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16-9, Fixed-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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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 cost-plus-fixed-fee construction 
contract is contemplated. 

(d)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16-10, Incentive Fee,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 cost-plus-incentive-fee contract is contemplated. 

(e)(1)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16-11, Cost Contract—No 
Fee,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 cost-reimbursement contract is 
contemplated that provides no fee and is not a cost-sharing contract. 

(2) If a cost-reimburse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contract with an educational 
institution or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provides no fee or other payment above 
cost and is not a cost-sharing contract is contemplated, and if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withholding of a portion of allowable costs is not required,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 

(f)(1)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16-12, Cost-Sharing 
Contract—No Fee,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 cost-sharing contract is 
contemplated. 

(2) If a cost-sharing research and development contract with an educational 
institution or a nonprofit organization is contemplated, and if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withholding of a portion of allowable costs is not required,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 

(g)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16-15, Predetermined 
Indirect Cost Rates,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 cost-reimburse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contract with an educational institution (see 42.705-3(b)) 
is contemplated and predetermined indirect cost rates are to be used. 

Subpart 16.4—Incentive Contracts 

16.401  General. 
(a) Incentive contracts as described in this subpart are appropriate when a 
firm-fixed-price contract is not appropriate and the required supplies or services 
can be acquired at lower costs and, in certain instances, with improved delivery or 
technical performance, by relating the amount of profit or fee payable under the 
contract to the contractor’s performance. Incentive contracts are designed to obtain 
specific acquisition objectives by— 

(1) Establishing reasonable and attainable targets that are clearly communicated to 
the contractor; and 

(2) Including appropriate incentive arrangements designed to— 

(i) motivate contractor efforts that might not otherwise be emphasized; and 

(ii) discourage contractor inefficiency and waste. 

(b) When predetermined, formula-type incentives on technical performanc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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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 are included, increases in profit or fee are provided only for achievement 
that sur-passes the targets, and decreases are provided for to the extent that such 
targets are not met. The incentive increases or decreases are applied to 
performance targets rather than minimum performance requirements. 

(c) The two basic categories of incentive contracts are fixed-price incentive 
contracts (see 16.403 and 16.404) and cost-reimbursement incentive contracts (see 
16.405). Since it is usually to the Government’s advantage for the contractor to 
assume substantial cost responsibility and an appropriate share of the cost risk, 
fixed-price incentive contracts are preferred when contract costs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are reasonably certain. Cost-reimbursement incentive contracts are 
subject to the overall limitations in 16.301 that apply to all cost-reimbursement 
contracts. 

(d) A determination and finding, signed by the head of the contracting activity, shall 
be completed for all incentive- and award-fee contracts justifying that the use of 
this type of contract 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Government. This determination 
shall be documented in the contract file and, for award-fee contracts, shall address 
all of the suitability items in 16.401(e)(1). 

(e) Award-fee contracts are a type of incentive contract. 

(1) Application. An award-fee contract is suitable for use when— 

(i) The work to be performed is such that it is neither feasible nor effective to 
devise predetermined objective incentive targets applicable to cost, schedule, and 
technical performance; 

(ii) The likelihood of meeting acquisition objectives will be enhanced by using a 
contract that effectively motivates the contractor toward exceptional performance and 
provides the Government with the flexibility to evaluate both actual performance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it was achieved; and 

(iii) Any additional administrative effort and cost required to monitor and evaluate 
performance are justified by the expected benefits as documented by a risk and cost 
benefit analysis to be included in the Determination and Findings referenced in 
16.401(e)(5)(iii). 

(2) Award-fee amount. The amount of award fee earned shall be commensurate with 
the contractor’s overall cost, schedule, and technical performance as measured 
against contract requir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stated in the award-fee 
plan. Award fee shall not be earned if the contractor’s overall cost, schedule, and 
technical performance is below satisfactory. The basis for all award-fee 
determinations shall be documented in the contract file to include, at a minimum, a 
determination that overall cost, schedule and technical performance is or is not at a 
satisfactory level. This determination and the methodology for determining the award 
fee are unilateral decisions made solely at the discretion of the Government. 

(3) Award-fee plan. All contracts providing for award fees shall be supported by an 
award-fee plan that establishes the procedures for evaluating award fee and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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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Fee

Adjectival 

Rating 

Award-Fee

Pool

Available To 

Be Earned 

Description 

Excellent 91%-100% 

Contractor has exceeded almost all of the 

significant award-fee criteria and has met overall 

cost, schedule, and technical performanc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as defined and 

measured against the criteria in the award-fee 

plan for the award-fee evaluation period.

Very Good 76%-90% 

Contractor has exceeded many of the significant 

award-fee criteria and has met overall cost, 

schedule, and technical performanc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as defined and measured against 

the criteria in the award-fee plan for the 

award-fee evaluation period.

Good 51%-75% 

Contractor has exceeded some of the significant 

award-fee criteria and has met overall cost, 

schedule, and technical performanc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as defined and measured against 

the criteria in the award-fee plan for the 

award-fee evaluation period. 

Satisfactory
No Greater 

Than 50%

Contractor has met overall cost, schedule, and 

technical performanc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as defined and measured against the 

criteria in the award-fee plan for the award-fee 

evaluation period.
Unsatisfact

ory 
0% 

Contractor has failed to meet overall cost, 

schedule, and technical performance requirements 

Award-Fee Board for conducting the award-fee evaluation. Award-fee plans shall— 

(i) Be approved by the FDO unless otherwise authorized by agency procedures; 

(ii) Identify the award-fee evaluation criteria and how they are linked to acquisition 
objectives which shall be defined in terms of contract cost, schedule, and technical 
performance. Criteria should motivate the contractor to enhance performance in the 
areas rated, but not at the expense of at least minimum acceptable performance in 
all other areas; 

(iii) Describe how the contractor’s performance will be measured against the 
award-fee evaluation criteria; 

(iv) Utilize the adjectival rating and associated description as well as the award-fee 
pool earned percentages shown below in Table 16-1. Contracting officers may 
supplement the adjectival rating description. The method used to determine the 
adjectival rating must be documented in the award-fee plan; 

 Table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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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ontract as defined and measured against 

the criteria in the award-fee plan for the 

award-fee evaluation period. 

(v) Prohibit earning any award fee when a contractor’s overall cost, schedule, and 
technical performance is below satisfactory; 

(vi) Provide for evaluation period(s) to be conducted at stated intervals during the 
contract period of performance so that the contractor will periodically be informed of 
the quality of its performance and the areas in which improvement is expected (e.g. 
six months, nine months, twelve months, or at specific milestones); and 

(vii) Define the total award-fee pool amount and how this amount is allocated across 
each evaluation period. 

(4) Rollover of unearned award fee. The use of rollover of unearned award fee is 
prohibited. 

(5) Limitations. No award-fee contract shall be awarded unless— 

(i) All of the limitations in 16.301-3, that are applicable to cost-reimbursement 
contracts only, are complied with; 

(ii) An award-fee plan is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in 
16.401(e)(3); and 

(iii) A determination and finding is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16.401(d) 
addressing all of the suitability items in 16.401(e)(1). 

(f) Incentive- and Award-Fe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Each agency shall collect 
relevant data on award fee and incentive fees paid to contractors and include 
performance measures to evaluate such data on a regular basis to determine 
effectiveness of award and incentive fees as a tool for improving contractor 
performance and achieving desired program outcomes. This in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acquisition planning process (see 7.105) in determining the 
appropriate type of contract to be utilized for future acquisitions. 

(g) Incentive- and Award-Fee Best Practices. Each agency head shall provide 
mechanisms for sharing proven incentive strategies for the acquisition of different 
types of products and services among contracting and program management officials. 

16.402  Application of predetermined, formula-type incentives. 
16.402-1  Cost incentives. 
(a) Most incentive contracts include only cost incentives, which take the form of a 
profit or fee adjustment formula and are intended to motivate the contractor to 
effectively manage costs. No incentive contract may provide for other incentives 
without also providing a cost incentive (or constraint). 

(b) Except for award-fee contracts (see 16.404 and 16.401(e)), incentive contracts 



- 664 -

include a target cost, a target profit or fee, and a profit or fee adjustment formula 
that (within the constraints of a price ceiling or minimum and maximum fee) provides 
that— 

(1) Actual cost that meets the target will result in the target profit or fee; 

(2) Actual cost that exceeds the target will result in downward adjustment of target 
profit or fee; and 

(3) Actual cost that is below the target will result in upward adjustment of target 
profit or fee. 

16.402-2  Performance incentives. 
(a) Performance incentives may b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specific product 
characteristics (e.g., a missile range, an aircraft speed, an engine thrust, or a vehicle 
maneuverability) or other specific elements of the contractor’s performance. These 
incentives should be designed to relate profit or fee to results achieved by the 
contractor, compared with specified targets. 

(b)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positive and negative performance incentives 
shall b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service contracts for performance of 
objectively measurable tasks when quality of performance is critical and incentives 
are likely to motivate the contractor. 

(c) Technical performance incentives may be particularly appropriate in major 
systems contracts, both in development (when performance objectives are known and 
the fabrication of prototypes for test and evaluation is required) and in production (if 
improved performance is attainable and highly desirable to the Government). 

(d) Technical performance incentives may involve a variety of specific characteristics 
that contribute to the overall performance of the end item. Accordingly, the 
incentives on individual technical characteristics must be balanced so that no one of 
them is exaggerated to the detriment of the overall performance of the end item. 

(e) Performance tests and/or assessments of work performance are generally 
essential in order to determine the degree of attainment of performance targets. 
Therefore, the contract must be as specific as possible in establishing test criteria 
(such as testing conditions, instrumentation precision, and data interpretation) and 
performance standards (such as the quality levels of services to be provided). 

(f) Because performance incentives present complex problems in contract 
administra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negotiate them in full coordination with 
Government engineering and pricing specialists. 

(g) It is essential that the Government and contractor agree explicitly on the effect 
that contract changes (e.g., pursuant to the Changes clause) will have on 
performance incentives. 

(h)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exercise care, in establishing performance criteria, 
to recognize that the contractor should not be rewarded or penalized for attai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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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overnment-furnished components. 

16.402-3  Delivery incentives. 
(a) Delivery incentives should be considered when improvement from a required 
delivery schedule is a significant Government objective.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Government’s primary objectives in a given contract (e.g., earliest possible 
delivery or earliest quantity production). 

(b) Incentive arrangements on delivery should specify the application of the 
reward-penalty structure in the event of Government-caused delays or other delays 
beyond the control, and without the fault or negligence, of the contractor or 
subcontractor. 

16.402-4  Structuring multiple-incentive contracts. 
A properly structured multiple-incentive arrangement should— 

(a) Motivate the contractor to strive for outstanding results in all incentive areas; 
and 

(b) Compel trade-off decisions among the incentive areas, consistent with the 
Government’s overall objectives for the acquisition. Because of the interdependency 
of the Government’s cost, the technical performance, and the delivery goals, a 
contract that emphasizes only one of the goals may jeopardize control over the 
others. Because outstanding results may not be attainable for each of the incentive 
areas, all multiple-incentive contracts must include a cost incentive (or constraint) 
that operates to preclude rewarding a contractor for superior technical performance 
or delivery results when the cost of those results outweighs their value to the 
Government. 

16.403  Fixed-price incentive contracts. 
(a) Description. A fixed-price incentive contract is a fixed-price contract that 
provides for adjusting profit and establishing the final contract price by application of 
a formula based on the relationship of total final negotiated cost to total target cost. 
The final price is subject to a price ceiling, negotiated at the outset. The two forms 
of fixed-price incentive contracts, firm target and successive targets, are further 
described in 16.403-1 and 16.403-2 below. 

(b) Application. A fixed-price incentive contract is appropriate when— 

(1) A firm-fixed-price contract is not suitable; 

(2) The nature of the supplies or services being acquired and other circumstances of 
the acquisition are such that the contractor’s assumption of a degree of cost 
responsibility will provide a positive profit incentive for effective cost control and 
performance; and 

(3) If the contract also includes incentives on technical performance and/or delivery, 
the performance requirements provide a reasonable opportunity for the incentives to 
have a meaningful impact on the contractor’s management of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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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illing prices. In fixed-price incentive contracts, billing prices are established as 
an interim basis for payment. These billing prices may be adjusted, within the ceiling 
limits, upon request of either party to the contract, when it becomes apparent that 
final negotiated cost will b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target cost. 

16.403-1  Fixed-price incentive (firm target) contracts. 
(a) Description. A fixed-price incentive (firm target) contract specifies a target cost, 
a target profit, a price ceiling (but not a profit ceiling or floor), and a profit 
adjustment formula. These elements are all negotiated at the outset. The price 
ceiling is the maximum that may be paid to the contractor, except for any 
adjustment under other contract clauses. When the contractor completes 
performance, the parties negotiate the final cost, and the final price is established by 
applying the formula. When the final cost is less than the target cost, application of 
the formula results in a final profit greater than the target profit; conversely, when 
final cost is more than target cost, application of the formula results in a final profit 
less than the target profit, or even a net loss. If the final negotiated cost exceeds 
the price ceiling, the contractor absorbs the difference as a loss. Because the profit 
varies inversely with the cost, this contract type provides a positive, calculable profit 
incentive for the contractor to control costs. 

(b) Application. A fixed-price incentive (firm target) contract is appropriate when the 
parties can negotiate at the outset a firm target cost, target profit, and profit 
adjustment formula that will provide a fair and reasonable incentive and a ceiling that 
provides for the contractor to assume an appropriate share of the risk. When the 
contractor assumes a considerable or major share of the cost responsibility under 
the adjustment formula, the target profit should reflect this responsibility. 

(c) Limitations. This contract type may be used only when— 

(1) The contractor’s accounting system is adequate for providing data to support 
negotiation of final cost and incentive price revision; and 

(2) Adequate cost or pricing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reasonable firm targets is 
available at the time of initial contract negotiation. 

(d) Contract schedul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specify in the contract schedule 
the target cost, target profit, and target price for each item subject to incentive 
price revision. 

16.403-2  Fixed-price incentive (successive targets) contracts. 
(a) Description. 

(1) A fixed-price incentive (successive targets) contract specifies the following 
elements, all of which are negotiated at the outset: 

(i) An initial target cost. 

(ii) An initial target profit. 

(iii) An initial profit adjustment formula to be used for establishing the firm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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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 including a ceiling and floor for the firm target profit. (This formula normally 
provides for a lesser degree of contractor cost responsibility than would a formula 
for establishing final profit and price.) 

(iv) The production point at which the firm target cost and firm target profit will be 
negotiated (usually before delivery or shop completion of the first item). 

(v) A ceiling price that is the maximum that may be paid to the contractor, except 
for any adjustment under other contract clauses providing for equitable adjustment or 
other revision of the contract price under stated circumstances. 

(2) When the production point specified in the contract is reached, the parties 
negotiate the firm target cost, giving consideration to cost experience under the 
contract and other pertinent factors. The firm target profit is established by the 
formula. At this point, the parties have two alternatives, as follows: 

(i) They may negotiate a firm fixed price, using the firm target cost plus the firm 
target profit as a guide. 

(ii) If negotiation of a firm fixed price is inappropriate, they may negotiate a formula 
for establishing the final price using the firm target cost and firm target profit. The 
final cost is then negotiated at completion, and the final profit is established by 
formula, as under the fixed-price incentive (firm target) contract (see 16.403-1 
above). 

(b) Application. A fixed-price incentive (successive targets) contract is appropriate 
when— 

(1) Available cost or pricing information is not sufficient to permit the negotiation of 
a realistic firm target cost and profit before award; 

(2) Sufficient information is available to permit negotiation of initial targets; and 

(3) There is reasonable assurance that additional reliable information will be 
available at an early point in the contract performance so as to permit negotiation of 
either (i) a firm fixed price or (ii) firm targets and a formula for establishing final 
profit and price that will provide a fair and reasonable incentive. This additional 
information is not limited to experience under the contract, itself, but may be drawn 
from other contracts for the same or similar items. 

(c) Limitations. This contract type may be used only when— 

(1) The contractor’s accounting system is adequate for providing data for negotiating 
firm targets and a realistic profit adjustment formula, as well as later negotiation of 
final costs; and 

(2) Cost or pricing information adequate for establishing a reasonable firm target 
cost is reasonably expected to be available at an early point in contrac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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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ontract schedul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specify in the contract schedule 
the initial target cost, initial target profit, and initial target price for each item 
subject to incentive price revision. 

16.404  Fixed-price contracts with award fees. 
Award-fee provisions may be used in fixed-price contracts when the Government 
wishes to motivate a contractor and other incentives cannot be used because 
contractor performance cannot be measured objectively. Such contracts shall 
establish a fixed price (including normal profit) for the effort. This price will be paid 
for satisfactory contract performance. Award fee earned (if any) will be paid in 
addition to that fixed price. See 16.401(e) for the requirements relative to utilizing 
this contract type. 

16.405  Cost-reimbursement incentive contracts. 
See 16.301 for requirements applicable to all cost-reimbursement contracts, for use 
in conjunction with the following subsections. 

16.405-1  Cost-plus-incentive-fee contracts. 
(a) Description. The cost-plus-incentive-fee contract is a cost-reimbursement 
contract that provides for the initially negotiated fee to be adjusted later by a 
formula based on the relationship of total allowable costs to total target costs. This 
contract type specifies a target cost, a target fee, minimum and maximum fees, and 
a fee adjustment formula. After contract performance, the fee payable to the 
contractor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ula. The formula provides, 
within limits, for increases in fee above target fee when total allowable costs are 
less than target costs, and decreases in fee below target fee when total allowable 
costs exceed target costs. This increase or decrease is intended to provide an 
incentive for the contractor to manage the contract effectively. When total allowable 
cost is greater than or less than the range of costs within which the fee-adjustment 
formula operates, the contractor is paid total allowable costs, plus the minimum or 
maximum fee. 

(b) Application. 

(1) A cost-plus-incentive-fee contract is appropriate for services or development 
and test programs when— 

(i) A cost-reimbursement contract is necessary (see 16.301-2); and 

(ii) A target cost and a fee adjustment formula can be negotiated that are likely to 
motivate the contractor to manage effectively. 

(2) The contract may include technical performance incentives when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required development of a major system is feasible and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its performance objectives, at least in general terms. 
This approach also may apply to other acquisitions, if the use of both cost and 
technical performance incentives is desirable and administratively practical. 

(3) The fee adjustment formula should provide an incentive that will be effective 
over the full range of reasonably foreseeable variations from target cost. If a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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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fee is negotiated, the contract shall also provide for a low minimum fee 
that may be a zero fee or, in rare cases, a negative fee. 

(c) Limitations. No cost-plus-incentive-fee contract shall be awarded unless all 
limitations in 16.301-3 are complied with. 

16.405-2  Cost-plus-award-fee contracts. 
A cost-plus-award-fee contract is a cost-reimbursement contract that provides for a 
fee consisting of (1) a base amount fixed at inception of the contract, if applicable 
and at the discretion of the contracting officer, and (2) an award amount that the 
contractor may earn in whole or in part during performance and that is sufficient to 
provide motivation for excellence in the areas of cost, schedule, and technical 
performance. See 16.401(e) for the requirements relative to utilizing this contract 
type. 

16.406  Contract clauses. 
(a) Insert the clause at 52.216-16, Incentive Price Revision—Firm Target,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 fixed-price incentive (firm target) contract is 
contemplated. If the contract calls for supplies or services to be ordered under a 
provisioning document or Government option and the prices are to be subject to the 
incentive price revision under the claus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 

(b) Insert the clause at 52.216-17, Incentive Price Revision—Successive Targets,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 fixed-price incentive (successive targets) contract 
is contemplated. If the contract calls for supplies or services to be ordered under a 
provisioning document or Government option and the prices are to be subject to 
incentive price revision under the claus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 

(c) The clause at 52.216-7, Allowable Cost and Payment, is prescribed in 16.307(a) 
for insertion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 cost-plus-incentive-fee contract or 
a cost-plus-award-fee contract is contemplated. 

(d) The clause at 52.216-10, Incentive Fee, is prescribed in 16.307(d) for insertion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 cost-plus-incentive-fee contract is 
contemplated. 

(e) Insert an appropriate award-fee clause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n 
award-fee contract is contemplated, provided that the clause— 

(1) Is prescribed by or approved under agency acquisition regulations; 

(2) Is compatible with the clause at 52.216-7, Allowable Cost and Payment; and 

(3) Expressly provides that the award amount and the award-fee determination 
methodology are unilateral decisions made solely at the discretion of the 
Government. 

Subpart 16.5—Indefinite-Delivery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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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0  Scope of subpart. 
(a) This subpart prescribes policies and procedures for making awards of 
indefinite-delivery contracts and establishes a preference for making multiple awards 
of indefinite-quantity contracts. 

(b) This subpart does not limit the use of other than competitive procedures 
authorized by Part 6. 

(c) Nothing in this subpart restricts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to enter into schedule, multiple award, or task or delivery 
order contracts under any other provision of law. Therefore, GSA regulations and 
the coverage for the Federal Supply Schedule program in Subpart 8.4 and Part 38 
take precedence over this subpart. 

(d) The statutory multiple award preference implemented by this subpart does not 
apply to architect-engineer contracts subject to the procedures in Subpart 36.6. 
However, agencies are not precluded from making multiple awards for 
architect-engineer services using the procedures in this subpart, provided the 
selection of contractors and placement of orders are consistent with Subpart 36.6. 

16.501-1  Definitions. 
As used in this subpart— 

“Delivery-order contract” means a contract for supplies that does not procure or 
specify a firm quantity of supplies (other than a minimum or maximum quantity) and 
that provides for the issuance of orders for the delivery of supplies during the 
period of the contract. 

“Task-order contract” means a contract for services that does not procure or 
specify a firm quantity of services (other than a minimum or maximum quantity) and 
that provides for the issuance of orders for the performance of tasks during the 
period of the contract. 

16.501-2  General. 
(a) There are three types of indefinite-delivery contracts: definite-quantity contracts, 
requirements contracts, and indefinite-quantity contracts. The appropriate type of 
indefinite-delivery contract may be used to acquire supplies and/or services when 
the exact times and/or exact quantities of future deliveries are not known at the 
time of contract award. Pursuant to 10 U.S.C. 2304d and section 303K of the 
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 of 1949, requirements contracts 
and indefinite-quantity contracts are also known as delivery-order contracts or 
task-order contracts. 

(b) The various types of indefinite-delivery contracts offer the following advantages: 

(1) All three types permit— 

(i) Government stocks to be maintained at minimum levels; and 

(ii) Direct shipment to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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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definite-quantity contracts and requirements contracts also permit— 

(i) Flexibility in both quantities and delivery scheduling; and 

(ii) Ordering of supplies or services after requirements materialize. 

(3) Indefinite-quantity contracts limit the Government’s obligation to the minimum 
quantity specified in the contract. 

(4) Requirements contracts may permit faster deliveries when production lead time is 
involved, because contractors are usually willing to maintain limited stocks when the 
Government will obtain all of its actual purchase requirements from the contractor. 

(c) Indefinite-delivery contracts may provide for any appropriate cost or pricing 
arrangement under Part 16. Cost or pricing arrangements that provide for an 
estimated quantity of supplies or services (e.g., estimated number of labor hours) 
must comply with the appropriate procedures of this subpart. 

16.502  Definite-quantity contracts. 
(a) Description. A definite-quantity contract provides for delivery of a definite 
quantity of specific supplies or services for a fixed period, with deliveries or 
performance to be scheduled at designated locations upon order. 

(b) Application. A definite-quantity contract may be used when it can be determined 
in advance that— 

(1) A definite quantity of supplies or services will be required during the contract 
period; and 

(2) The supplies or services are regularly available or will be available after a short 
lead time. 

16.503  Requirements contracts. 
(a) Description. A requirements contract provides for filling all actual purchase 
requirements of designated Government activities for supplies or services during a 
specified contract period (from one contractor), with deliveries or performance to be 
scheduled by placing orders with the contractor. 

(1) For the information of offerors and contractor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state 
a realistic estimated total quantity in the solicitation and resulting contract. This 
estimate is not a representation to an offeror or contractor that the estimated 
quantity will be required or ordered, or that conditions affecting requirements will be 
stable or normal. The contracting officer may obtain the estimate from records of 
previous requirements and consumption, or by other means, and should base the 
estimate on the most current information available. 

(2) The contract shall state, if feasible, the maximum limit of the contractor’s 
obligation to deliver and the Government’s obligation to order. The contract may also 
specify maximum or minimum quantities that the Government may order under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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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order and the maximum that it may order during a specified period of 
time. 

(b) Application. 

(1) A requirements contract may be appropriate for acquiring any supplies or 
services when the Government anticipates recurring requirements but cannot 
predetermine the precise quantities of supplies or services that designated 
Government activities will need during a definite period. 

(2) No requirements contract in an amount estimated to exceed $100 million 
(including all options) may be awarded to a single source unless a determination is 
executed in accordance with 16.504(c)(1)(ii)(D). 

(c) Government property furnished for repair. When a requirements contract is used 
to acquire work (e.g., repair, modification, or overhaul) on existing items of 
Government property,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specify in the Schedule that failure 
of the Government to furnish such items in the amounts or quantities described in 
the Schedule as “estimated” or “maximum” will not entitle the contractor to any 
equitable adjustment in price under the Government Property clause of the contract. 

(d) Limitations on use of requirements contracts for advisory and assistance 
services. 

(1)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d)(2) of this section, no solicitation for a 
requirements contract for advisory and assistance services in excess of three years 
and $11.5 million (including all options) may be issued unless the contracting officer 
or other official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agency determines in writing that the 
services required are so unique or highly specialized that it is not practicable to 
make multiple awards using the procedures in 16.504. 

(2) The limitation in paragraph (d)(1) of this section is not applicable to an 
acquisition of supplies or services that includes the acquisition of advisory and 
assistance services, if the contracting officer or other official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agency determines that the advisory and assistance services are necessarily 
incident to, and not a significant component of, the contract. 

16.504  Indefinite-quantity contracts. 
(a) Description. An indefinite-quantity contract provides for an indefinite quantity, 
within stated limits, of supplies or services during a fixed period. The Government 
places orders for individual requirements. Quantity limits may be stated as number of 
units or as dollar values. 

(1) The contract must require the Government to order and the contractor to furnish 
at least a stated minimum quantity of supplies or services. In addition, if ordered, 
the contractor must furnish any additional quantities, not to exceed the stated 
maximum.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establish a reasonable maximum quantity 
based on market research, trends on recent contracts for similar supplies or 
services, survey of potential users, or any other ration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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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 ensure that the contract is binding, the minimum quantity must be more than 
a nominal quantity, but it should not exceed the amount that the Government is fairly 
certain to order. 

(3) The contract may also specify maximum or minimum quantities that the 
Government may order under each task or delivery order and the maximum that it 
may order during a specific period of time. 

(4) A solicitation and contract for an indefinite quantity must— 

(i) Specify the period of the contract, including the number of options and the period 
for which the Government may extend the contract under each option; 

(ii) Specify the total minimum and maximum quantity of supplies or services the 
Government will acquire under the contract; 

(iii) Include a statement of work, specifications, or other description, that reasonably 
describes the general scope, nature, complexity, and purpose of the supplies or 
services the Government will acquire under the contract in a manner that will enable 
a prospective offeror to decide whether to submit an offer; 

(iv) State the procedures that the Government will use in issuing orders, including 
the ordering media, and, if multiple awards may be made, state the procedures and 
selection criteria that the Government will use to provide awardees a fair opportunity 
to be considered for each order (see 16.505(b)(1)); 

(v) Include the name, address, telephone number, facsimile number, and e-mail 
address of the agency task and delivery order ombudsman (see 16.505(b)(6)) if 
multiple awards may be made; 

(vi) Include a description of the activities authorized to issue orders; and 

(vii) Include authorization for placing oral orders, if appropriate, provided that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procedures for obligating funds and that oral orders are 
confirmed in writing. 

(b) Application. Contracting officers may use an indefinite-quantity contract when the 
Government cannot predetermine, above a specified minimum, the precise quantities 
of supplies or services that the Government will require during the contract period, 
and it is inadvisable for the Government to commit itself for more than a minimum 
quantity.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use an indefinite-quantity contract only when 
a recurring need is anticipated. 

(c) Multiple award preference— 

(1) Planning the acquisition. 

(i) Except for indefinite-quantity contracts for advisory and assistance services as 
provided in paragraph (c)(2) of this section,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give preference to making multiple award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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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finite-quantity contracts under a single solicitation for the same or similar 
supplies or services to two or more sources. 

(ii)(A)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determine whether multiple awards are 
appropriate as part of acquisition planning.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avoid 
situations in which awardees specialize exclusively in one or a few areas within the 
statement of work, thus creating the likelihood that orders in those areas will be 
awarded on a sole-source basis; however, each awardee need not be capable of 
performing every requirement as well as any other awardee under the contracts.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when determining the number 
of contracts to be awarded: 

(1) The scope and complexity of the contract requirement. 

(2) The expected duration and frequency of task or delivery orders. 

(3) The mix of resources a contractor must have to perform expected task or 
delivery order requirements. 

(4) The ability to maintain competition among the awardees throughout the contracts’ 
period of performance. 

(B)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not use the multiple award approach if— 

(1) Only one contractor is capable of providing performance at the level of quality 
required because the supplies or services are unique or highly specialized; 

(2) Based on the contracting officer’s knowledge of the market, more favorable 
terms and conditions, including pricing, will be provided if a single award is made; 

(3) The expected cost of administration of multiple contracts outweighs the expected 
benefits of making multiple awards; 

(4) The projected task orders are so integrally related that only a single contractor 
can reasonably perform the work; 

(5) The total estimated value of the contract is less than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or 

(6) Multiple awards would not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Government. 

(C)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document the decision whether or not to use 
multiple awards in the acquisition plan or contract file. The contracting officer may 
determine that a class of acquisitions is not appropriate for multiple awards (see 
Subpart 1.7). 

(D) 

(1) No task or delivery order contract in an amount estimated to exceed $100 
million (including all options) may be awarded to a single source unless the hea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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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ency determines in writing that— 

(i) The task or delivery orders expected under the contract are so integrally related 
that only a single source can reasonably perform the work; 

(ii) The contract provides only for firm-fixed price (see 16.202) task or delivery 
orders for— 

(A) Products for which unit prices are established in the contract; or 

(B) Services for which prices are established in the contract for the specific tasks to 
be performed; 

(iii) Only one source is qualified and capable of performing the work at a reasonable 
price to the Government; or 

(iv) It is necessary in the public interest to award the contract to a single source 
due to exceptional circumstances. 

(2) The head of the agency must notify Congress within 30 days after any 
determination under paragraph (c)(1)(ii)(D)(1)(iv) of this section. 

(3) The requirement for a determination for a single-award contract greater than 
$100 million: 

(i) Is in addition to any applicable requirements of Subpart 6.3. 

(ii) Is not applicable for architect-engineer services awarded pursuant to Subpart 
36.6. 

(2) Contracts for advisory and assistance services. 

(i)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c)(2)(ii) of this section, if an indefinite-quantity 
contract for advisory and assistance services exceeds 3 years and $11.5 million, 
including all options,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make multiple awards unless— 

(A) The contracting officer or other official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agency 
determines in writing, as part of acquisition planning, that multiple awards are not 
practicable. The contracting officer or other official must determine that only one 
contractor can reasonably perform the work because either the scope of work is 
unique or highly specialized or the tasks so integrally related; 

(B) The contracting officer or other official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agency 
determines in writing, after the evaluation of offers, that only one offeror is capable 
of providing the services required at the level of quality required; or 

(C) Only one offer is received. 

(ii)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c)(2)(i) of this section do not apply if the 
contracting officer or other official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agency deter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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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advisory and assistance services are incidental and not a significant 
component of the contract. 

16.505  Ordering. 
(a) General. 

(1) In general, the contracting officer does not synopsize orders under 
indefinite-delivery contracts; but see 16.505(a)(10) for orders funded in whole or in 
part by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Pub L. 111-5). 

(2) Individual orders shall clearly describe all services to be performed or supplies 
to be delivered so the full cost or price for the performance of the work can be 
established when the order is placed. Orders shall be within the scope, issued within 
the period of performance, and be within the maximum value of the contract. 

(3) Performance-based acquisition methods must be us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if the contract or order is for services (see 37.102(a) and Subpart 37.6). 

(4) When acquir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related services, consider the use of 
modular contracting to reduce program risk (see 39.103(a)). 

(5) Orders may be placed by using any medium specified in the contract. 

(6) Orders placed under indefinite-delivery contracts must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i) Date of order. 

(ii) Contract number and order number. 

(iii) For supplies and services, contract item number and description, quantity, and 
unit price or estimated cost or fee. 

(iv) Delivery or performance schedule. 

(v) Place of delivery or performance (including consignee). 

(vi) Any packaging, packing, and shipping instructions. 

(vii) Accounting and appropriation data. 

(viii) Method of payment and payment office, if not specified in the contract (see 
32.1110(e)). 

(7) Orders placed under a task-order contract or delivery-order contract awarded by 
another agency (i.e., a Governmentwide acquisition contract, or multi-agency 
contract)— 

(i) Are not exempt from the development of acquisition plans (see Subpart 7.1), and 
an information technology acquisition strategy (see Part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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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ay not be used to circumvent conditions and limitations imposed on the use of 
funds (e.g., 31 U.S.C. 1501(a)(1)); and 

(iii) Must comply with all FAR requirements for a bundled contract when the order 
meets the definition of “bundled contract” (see 2.101(b)). 

(8) In accordance with section 1427(b) of Public Law 108-136, orders placed under 
multi-agency contracts for services that substantially or to a dominant extent specify 
performance of architect-engineer services, as defined in 2.101, shall— 

(i) Be awarded using the procedures at Subpart 36.6; and 

(ii) Require the direct supervision of a professional architect or engineer licensed, 
registered or certified in the State, Federal District, or outlying area, in which the 
services are to be performed. 

(9) 

(i) No protest under Subpart 33.1 is authorized in connection with the issuance or 
proposed issuance of an order under a task-order contract or delivery-order 
contract, except for— 

(A) A protest on the grounds that the order increases the scope, period, or 
maximum value of the contract; or 

(B) A protest of an order valued in excess of $10 million. Protests of orders in 
excess of $10 million may only be filed with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t 33.104. 

(ii) The authority to protest the placement of an order under this subpart expires on 
May 27, 2011. (10 U.S.C. 2304a(d) and 2304c(d), and 41 U.S.C. 253h(d) and 253j(d)). 

(10) Publicize orders funded in whole or in part by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Pub. L. 111-5) as follows: 

(i) Notices of proposed orders shall follow the procedures in 5.704 for posting 
orders. 

(ii) Award notices for orders shall follow the procedures in 5.705. 

(11) When using the Governmentwide commercial purchase card as a method of 
payment, orders at or below the micro-purchase threshold are exempt from 
verification in the Central Contractor Registration (CCR) database as to whether the 
contractor has a delinquent debt subject to collection under the Treasury Offset 
Program (TOP). 

(b) Orders under multiple award contracts— 

(1) Fair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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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provide each awardee a fair opportunity to be 
considered for each order exceeding $3,000 issued under multiple delivery-order 
contracts or multiple task-order contracts,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b)(2) 
of this section. 

(ii) The contracting officer may exercise broad discretion in developing appropriate 
order placement procedures.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keep submission 
requirements to a minimum. Contracting officers may use streamlined procedures, 
including oral presentations. In addition, the contracting officer need not contact each 
of the multiple awardees under the contract before selecting an order awardee if the 
contracting officer has information available to ensure that each awardee is provided 
a fair opportunity to be considered for each order and the order does not exceed $5 
million. The competition requirements in Part 6 and the policies in Subpart 15.3 do 
not apply to the ordering process. However,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A) Develop placement procedures that will provide each awardee a fair opportunity 
to be considered for each order and that reflect the requirement and other aspects 
of the contracting environment; 

(B) Not use any method (such as allocation or designation of any preferred awardee) 
that would not result in fair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all awardees prior to 
placing each order; 

(C) Tailor the procedures to each acquisition; 

(D) Include the procedures in the solicitation and the contract; and 

(E) Consider price or cost under each order as one of the factors in the selection 
decision. 

(iii) Orders exceeding $5 million. For task or delivery orders in excess of $5 million, 
the requirement to provide all awardees a fair opportunity to be considered for each 
order shall include, at a minimum— 

(A) A notice of the task or delivery order that includes a clear statement of the 
agency’s requirements; 

(B) A reasonable response period; 

(C) Disclosure of the significant factors and subfactors, including cost or price, that 
the agency expects to consider in evaluating proposals, and their relative 
importance; 

(D) Where award is made on a best value basis, a written statement documenting the 
basis for award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quality and price or cost factors; and 

(E) An opportunity for a postaward debriefing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b)(4) of 
thi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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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when developing the 
procedures: 

(A) 

(1) Past performance on earlier orders under the contract, including quality, 
timeliness and cost control. 

(2) Potential impact on other orders placed with the contractor. 

(3) Minimum order requirements. 

(4) The amount of time contractors need to make informed business decisions on 
whether to respond to potential orders. 

(5) Whether contractors could be encouraged to respond to potential orders by 
outreach efforts to promote exchanges of information, such as— 

(i) Seeking comments from two or more contractors on draft statements of work; 

(ii) Using a multiphased approach when effort required to respond to a potential 
order may be resource intensive (e.g., requirements are complex or need continued 
development), where all contractors are initially considered on price considerations 
(e.g., rough estimates), and other considerations as appropriate (e.g., proposed 
conceptual approach, past performance). The contractors most likely to submit the 
highest value solutions are then selected for one-on-one sessions with the 
Government to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the requirements, provide suggestions 
for refining requirements, and discuss risk reduction measures. 

(B) Formal evaluation plans or scoring of quotes or offers are not required. 

(2) Exceptions to the fair opportunity proces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give 
every awardee a fair opportunity to be considered for a delivery-order or 
task-order exceeding $3,000 unless one of the following statutory exceptions 
applies: 

(i) The agency need for the supplies or services is so urgent that providing a fair 
opportunity would result in unacceptable delays. 

(ii) Only one awardee is capable of providing the supplies or services required at 
the level of quality required because the supplies or services ordered are unique or 
highly specialized. 

(iii) The order must be issued on a sole-source basis in the interest of economy and 
efficiency because it is a logical follow-on to an order already issued under the 
contract, provided that all awardees were given a fair opportunity to be considered 
for the original order. 

(iv) It is necessary to place an order to satisfy a minimum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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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icing orders. If the contract did not establish the price for the supply or 
service,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establish prices for each order using the 
policies and methods in Subpart 15.4. 

(4) Postaward Notices and Debriefing of Awardees for Orders Exceeding $5 mill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notify unsuccessful awardees when the total price of a 
task or delivery order exceeds $5 million. 

(i) The procedures at 15.503(b)(1) shall be followed when providing postaward 
notification to unsuccessful awardees. 

(ii) The procedures at 15.506 shall be followed when providing postaward debriefing 
to unsuccessful awardees. 

(iii) A summary of the debriefing shall be included in the task or delivery order file. 

(5) Decision documentation for order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document in the 
contract file the rationale for placement and price of each order, including the basis 
for award and the rationale for any tradeoffs among cost or price and non-cost 
considerations in making the award decision. This documentation need not quantify 
the tradeoffs that led to the decision. The contract file shall also identify the basis 
for using an exception to the fair opportunity process. If the agency uses the logical 
follow-on exception, the rationale shall describe wh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itial order and the follow-on is logical (e.g., in terms of scope, period of 
performance, or value). 

(6) Task-order and delivery-order ombudsman. The head of the agency shall 
designate a task-order and delivery-order ombudsman. The ombudsman must review 
complaints from contractors and ensure they are afforded a fair opportunity to be 
considered, consistent with the procedures in the contract. The ombudsman must be 
a senior agency official who is independent of the contracting officer and may be 
the agency’s competition advocate. 

(c) Limitation on ordering period for task-order contracts for advisory and assistance 
services. 

(1)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s (c)(2) and (c)(3), the ordering period of a 
task-order contract for advisory and assistance services, including all options or 
modifications, normally may not exceed 5 years. 

(2) The 5-year limitation does not apply when— 

(i) A longer ordering period is specifically authorized by a statute; or 

(ii) The contract is for an acquisition of supplies or services that includes the 
acquisition of advisory and assistance services and the contracting officer, or other 
official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agency, determines that the advisory and 
assistance services are incidental and not a significant component of the contract. 

(3) The contracting officer may extend the contract on a sole-source basi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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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for a period not to exceed 6 months if the contracting officer, or other official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agency, determines that— 

(i) The award of a follow-on contract is delayed by circumstances that were not 
reasonably foreseeable at the time the initial contract was entered into; and 

(ii) The extension is necessary to ensure continuity of services, pending the award 
of the follow-on contract. 

16.506  Solicitation provisions and contract clauses. 
(a) Insert the clause at 52.216-18, Ordering,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 
definite-quantity contract, a requirements contract, or an indefinite-quantity contract 
is contemplated. 

(b) Insert a clause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clause at 52.216-19, Order 
Limitations,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 definite-quantity contract, a 
requirements contract, or an indefinite-quantity contract is contemplated. 

(c) Insert the clause at 52.216-20, Definite Quantity,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 definite-quantity contract is contemplated. 

(d)(1) Insert the clause at 52.216-21, Requirements,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 requirements contract is contemplated. 

(2) If the contract is for nonpersonal services and related supplies and covers 
estimated requirements that exceed a specific Government activity’s internal 
capability to produce or perform,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 

(3) If the contract includes subsistence for both Government use and resale in the 
same Schedule, and similar products may be acquired on a brand-name basis,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I (but see paragraph (d)(5) of this section). 

(4) If the contract involves a partial small business set-aside,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II (but see paragraph (d)(5) of this section). 

(5) If the contract— 

(i) Includes subsistence for Government use and resale in the same schedule and 
similar products may be acquired on a brand-name basis; and 

(ii) Involves a partial small business set-aside,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V. 

(e) Insert the clause at 52.216-22, Indefinite Quantity,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n indefinite-quantity contract is contemplated. 

(f) Insert the provision at 52.216-27, Single or Multiple Awards, in solicitations for 
indefinite-quantity contracts that may result in multiple contract awards. Modify the 
provision to specify the estimated number of awards. Do not use this provision for 
advisory and assistance services contracts that exceed 3 years and $11.5 million 
(including all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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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Insert the provision at 52.216-28, Multiple Awards for Advisory and Assistance 
Services, in solicitations for task-order contracts for advisory and assistance 
services that exceed 3 years and $11.5 million (including all options), unless a 
determination has been made under 16.504(c)(2)(i)(A). Modify the provision to 
specify the estimated number of awards. 

Subpart 16.6—Time-and-Materials, Labor-Hour, and Letter Contracts 
16.601  Time-and-materials contracts. 
(a)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ime-and-Materials Contracts. 

“Direct materials” means those materials that enter directly into the end product, or 
that are used or consumed directly in connection with the furnishing of the end 
product or service. 

“Hourly rate” means the rate(s) prescribed in the contract for payment for labor that 
meets the labor category qualifications of a labor category specified in the contract 
that are— 

(1) Performed by the contractor; 

(2) Performed by the subcontractors; or 

(3) Transferred between divisions, subsidiaries, or affiliates of the contractor under a 
common control. 

“Materials” means— 

(1) Direct materials, including supplies transferred between divisions, subsidiaries, or 
affiliates of the contractor under a common control; 

(2) Subcontracts for supplies and incidental services for which there is not a labor 
category specified in the contract; 

(3) Other direct costs (e.g., incidental services for which there is not a labor 
category specified in the contract, travel, computer usage charges, etc.); and 

(4) Applicable indirect costs. 

(b) Description. A time-and-materials contract provides for acquiring supplies or 
services on the basis of— 

(1) Direct labor hours at specified fixed hourly rates that include wages, overhead,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and profit; and 

(2) Actual cost for materials (except as provided for in 31.205-26(e) and (f)). 

(c) Application. A time-and-materials contract may be used only when it is not 
possible at the time of placing the contract to estimate accurately the extent or 
duration of the work or to anticipate costs with any reasonable degre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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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ce. See 12.207(b) for the use of time-and-material contracts for certain 
commercial services. 

(1) Government surveillance. A time-and-materials contract provides no positive 
profit incentive to the contractor for cost control or labor efficiency. Therefore, 
appropriate Government surveillance of contractor performance is required to give 
reasonable assurance that efficient methods and effective cost controls are being 
used. 

(2) Fixed hourly rates. 

(i) The contract shall specify separate fixed hourly rates that include wages, 
overhead,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and profit for each category of labor 
(see 16.601(e)(1)). 

(ii) For acquisitions of noncommercial items awarded without adequate price 
competition (see 15.403-1(c)(1)), the contract shall specify separate fixed hourly 
rates that include wages, overhead,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and profit 
for each category of labor to be performed by— 

(A) The contractor; 

(B) Each subcontractor; and 

(C) Each division, subsidiary, or affiliate of the contractor under a common control. 

(iii) For contract actions that are not awarded using competitive procedures, unless 
exempt under paragraph (c)(2)(iv) of this section, the fixed hourly rates for services 
transferred between divisions, subsidiaries, or affiliates of the contractor under a 
common control— 

(A) Shall not include profit for the transferring organization; but 

(B) May include profit for the prime contractor. 

(iv) For contract actions that are not awarded using competitive procedures, the 
fixed hourly rates for services that meet the definition of commercial item at 2.101 
that are transferred between divisions, subsidiaries, or affiliates of the contractor 
under a common control may be the established catalog or market rate when— 

(A) It is the established practice of the transferring organization to price 
interorganizational transfers at other than cost for commercial work of the contractor 
or any division, subsidiary or affiliate of the contractor under a common control; and 

(B) The contracting officer has not determined the price to be unreasonable. 

(3) Material handling costs. When included as part of material costs, material 
handling costs shall include only costs clearly excluded from the labor-hour rate. 
Material handling costs may include all appropriate indirect costs allocated to direct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or's usual accounting procedures 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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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Part 31. 

(d) Limitations. A time-and-materials contract may be used only if— 

(1) The contracting officer prepares a determination and findings that no other 
contract type is suitable. The determination and finding shall be— 

(i) Signed by the contracting officer prior to the execution of the base period or any 
option periods of the contracts; and 

(ii) Approved by the head of the contracting activity prior to the execution of the 
base period when the base period plus any option periods exceeds three years; and 

(2) The contract includes a ceiling price that the contractor exceeds at its own risk.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document the contract file to justify the reasons for and 
amount of any subsequent change in the ceiling price. Also see 12.207(b) for further 
limitations on use of Time-and-Materials or Labor Hour contracts for acquisition of 
commercial items. 

(e) Solicitation provisions. 

(1)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provision at 52.216-29, 
Time-and-Materials/Labor-Hour Proposal Requirements—Non-Commercial Item 
Acquisitions With Adequate Price Competition, in solicitations contemplating use of a 
Time-and-Materials or Labor-Hour type of contract for noncommercial items, if the 
price is expected to be based on adequate price competition. If authorized by agency 
procedures, the contracting officer may amend the provision to make mandatory one 
of the three approaches in paragraph (c) of the provision, and/or to require the 
identification of all subcontractors, divisions, subsidiaries, or affiliates included in a 
blended labor rate. 

(2)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provision at 52.216-30, 
Time-and-Materials/Labor-Hour Proposal Requirements—Non-Commercial Item 
Acquisitions without Adequate Price Competition, in solicitations for noncommercial 
items contemplating use of a Time-and-Materials or Labor-Hour type of contract if 
the price is not expected to be based on adequate price competition. 

(3)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provision at 52.216-31, 
Time-and-Materials/Labor-Hour Proposal Requirements—Commercial Item 
Acquisitions, in solicitations contemplating use of a Commercial Time-and-Materials 
or Labor-Hour contract. 

16.602  Labor-hour contracts. 
Description. A labor-hour contract is a variation of the time-and-materials contract, 
differing only in that materials are not supplied by the contractor. See 12.207(b), 
16.601(c), and 16.601(d) for application and limitations, for time-and-materials 
contracts that also apply to labor-hour contracts. See 12.207(b) for the use of 
labor-hour contracts for certain commercial services. 

16.603  Letter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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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3-1  Description. 
A letter contract is a written preliminary contractual instrument that authorizes the 
contractor to begin immediately manufacturing supplies or performing services. 

16.603-2  Application. 
(a) A letter contract may be used when (1) the Government’s interests demand that 
the contractor be given a binding commitment so that work can start immediately 
and (2) negotiating a definitive contract is not possible in sufficient time to meet the 
requirement. However, a letter contract should be as complete and definite as 
feasible under the circumstances. 

(b) When a letter contract award is based on price competi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clude an overall price ceiling in the letter contract. 

(c) Each letter contract shall, as required by the clause at 52.216-25, Contract 
Definitization, contain a negotiated definitization schedule including (1) dates for 
submission of the contractor’s price proposal, required cost or pricing data, and, if 
required, make-or-buy and subcontracting plans, (2) a date for the start of 
negotiations, and (3) a target date for definitization, which shall be the earliest 
practicable date for definitization. The schedule will provide for definitization of the 
contract within 180 days after the date of the letter contract or before completion of 
40 percent of the work to be performed, whichever occurs first. However, the 
contracting officer may, in extreme cases and according to agency procedures, 
authorize an additional period. If, after exhausting all reasonable efforts, the 
contracting officer and the contractor cannot negotiate a definitive contract because 
of failure to reach agreement as to price or fee, the clause at 52.216-25 requires 
the contractor to proceed with the work and provides that the contracting officer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head of the contracting activity, determine a 
reasonable price or fee in accordance with Subpart 15.4 and Part 31, subject to 
appeal as provided in the Disputes clause. 

(d) The maximum liability of the Government inserted in the clause at 52.216-24, 
Limitation of Government Liability, shall be the estimated amount necessary to cover 
the contractor’s requirements for funds before definitization. However, it shall not 
exceed 50 percent of the estimated cost of the definitive contract unless approved in 
advance by the official that authorized the letter contract. 

(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assign a priority rating to the letter contract if it is 
appropriate under 11.604. 

16.603-3  Limitations. 
A letter contract may be used only after the head of the contracting activity or a 
designee determines in writing that no other contract is suitable. Letter contracts 
shall not— 

(a) Commit the Government to a definitive contract in excess of the funds available 
at the time the letter contract is executed; 

(b) Be entered into without competition when competition is required by Part 6;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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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e amended to satisfy a new requirement unless that requirement is inseparable 
from the existing letter contract. Any such amendment is subject to the same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as a new letter contract. 

16.603-4  Contract clauses. 
(a)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clude in each letter contract the clauses required 
by this regulation for the type of definitive contract contemplated and any additional 
clauses known to be appropriate for it. 

(b) In addi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following clauses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 letter contract is contemplated: 

(1) The clause at 52.216-23, Execution and Commencement of Work, except that 
this clause may be omitted from letter contracts awarded on SF 26; 

(2) The clause at 52.216-24, Limitation of Government Liability, with dollar amounts 
comple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16.603-2(d); and 

(3) The clause at 52.216-25, Contract Definitization, with its paragraph (b) comple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16.603-2(c). If,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the letter 
contract, the contracting officer knows that the definitive contract will be based on 
adequate price competition or will otherwise meet the criteria of 15.403-1 for not 
requiring submission of cost or pricing data, the words “and cost or pricing data 
supporting its proposal” may be deleted from paragraph (a) of the clause. If the 
letter contract is being awarded on the basis of price competi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 

(c)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also insert the clause at 52.216-26, Payments of 
Allowable Costs Before Definitization,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if a 
cost-reimbursement definitive contract is contemplated, unless the acquisition 
involves conversion, alteration, or repair of ships. 

Subpart 16.7—Agreements 
16.701  Scope. 
This subpart prescribes policies and procedures for establishing and using basic 
agreements and basic ordering agreements. (See 13.303 for blanket purchase 
agreements (BPA’s) and see 35.015(b) for additional coverage of basic agreements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6.702  Basic agreements. 
(a) Description. A basic agreement is a written instrument of understanding, 
negotiated between an agency or contracting activity and a contractor, that (1) 
contains contract clauses applying to future contracts between the parties during its 
term and (2) contemplates separate future contracts that will incorporate by 
reference or attachment the required and applicable clauses agreed upon in the basic 
agreement. A basic agreement is not a contract. 

(b) Application. A basic agreement should be used when a substantial number of 
separate contracts may be awarded to a contractor during a particular period and 
significant recurring negotiating problems have been experienced with the 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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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agreements may be used with negotiated fixed-price or cost-reimbursement 
contracts. 

(1) Basic agreements shall contain— 

(i) Clauses required for negotiated contracts by statute, executive order, and this 
regulation; and 

(ii) Other clauses prescribed in this regulation or agency acquisition regulations that 
the parties agree to include in each contract as applicable. 

(2) Each basic agreement shall provide for discontinuing its future applicability upon 
30 days’ written notice by either party. 

(3) Each basic agreement shall be reviewed annually before the anniversary of its 
effective date and revised as necessary to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this 
regulation. Basic agreements may need to be revised before the annual review due 
to mandatory statutory requirements. A basic agreement may be changed only by 
modifying the agree-ment itself and not by a contract incorporating the agreement. 

(4) Discontinuing or modifying a basic agreement shall not affect any prior contract 
incorporating the basic agreement. 

(5) Contracting officers of one agency should obtain and use existing basic 
agreements of another agency to the maximum practical extent. 

(c) Limitations. A basic agreement shall not— 

(1) Cite appropriations or obligate funds; 

(2) State or imply any agreement by the Government to place future contracts or 
orders with the contractor; or 

(3) Be used in any manner to restrict competition. 

(d) Contracts incorporating basic agreements. 

(1) Each contract incorporating a basic agreement shall include a scope of work and 
price, delivery, and other appropriate terms that apply to the particular contract. The 
basic agreement shall be incorporated into the contract by specific reference 
(including reference to each amendment) or by attachment. 

(2)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clude clauses pertaining to subjects not covered 
by the basic agreement, but applicable to the contract being negotiated, in the same 
manner as if there were no basic agreement. 

(3) If an existing contract is modified to effect new acquisition, the modification shall 
incorporate the most recent basic agreement, which shall apply only to work added 
by the modification, except that this action is not mandatory if the contract or 
modification includes all clauses required by statute, executive order, an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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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as of the date of the modification. However, if it is in the Government’s 
interest and the contractor agrees, the modification may incorporate the most recent 
basic agreement for application to the entire contract as of the date of the 
modification. 

16.703  Basic ordering agreements. 
(a) Description. A basic ordering agreement is a written instrument of understanding, 
negotiated between an agency, contracting activity, or contracting office and a 
contractor, that contains (1) terms and clauses applying to future contracts (orders) 
between the parties during its term, (2) a description, as specific as practicable, of 
supplies or services to be provided, and (3) methods for pricing, issuing, and 
delivering future orders under the basic ordering agreement. A basic ordering 
agreement is not a contract. 

(b) Application. A basic ordering agreement may be used to expedite contracting for 
uncertain requirements for supplies or services when specific items, quantities, and 
prices are not known at the time the agreement is executed, but a substantial 
number of requirements for the type of supplies or services covered by the 
agreement are anticipated to be purchased from the contractor. Under proper 
circumstances, the use of these procedures can result in economies in ordering parts 
for equipment support by reducing administrative lead-time, inventory investment, 
and inventory obsolescence due to design changes. 

(c) Limitations. A basic ordering agreement shall not state or imply any agreement 
by the Government to place future contracts or orders with the contractor or be 
used in any manner to restrict competition. 

(1) Each basic ordering agreement shall— 

(i) Describe the method for determining prices to be paid to the contractor for the 
supplies or services; 

(ii) Include delivery terms and conditions or specify how they will be determined; 

(iii) List one or more Government activities authorized to issue orders under the 
agreement; 

(iv) Specify the point at which each order becomes a binding contract (e.g., issuance 
of the order, acceptance of the order in a specified manner, or failure to reject the 
order within a specified number of days); 

(v) Provide that failure to reach agreement on price for any order issued before its 
price is established (see paragraph (d)(3) of this section) is a dispute under the 
Disputes clause included in the basic ordering agreement; and 

(vi) If fast payment procedures will apply to orders, include the special data required 
by 13.403. 

(2) Each basic ordering agreement shall be reviewed annually before the anniversary 
of its effective date and revised as necessary to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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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Basic ordering agreements may need to be revised before the annual 
review due to mandatory statutory requirements. A basic ordering agreement shall 
be changed only by modifying the agreement itself and not by individual orders 
issued under it. Modifying a basic ordering agreement shall not retroactively affect 
orders previously issued under it. 

(d) Orders. A contracting officer representing any Government activity listed in a 
basic ordering agreement may issue orders for required supplies or services covered 
by that agreement. 

(1) Before issuing an order under a basic ordering agreement,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 Obtain competition in accordance with Part 6; 

(ii) If the order is being placed after competition, ensure that use of the basic 
ordering agreement is not prejudicial to other offerors; and 

(iii) Sign or obtain any applicable justifications and approvals, and any determination 
and findings, and comply with other requirements in accordance with 1.602-1(b), as 
if the order were a contract awarded independently of a basic ordering agreement. 

(2) Contracting officers shall— 

(i) Issue orders under basic ordering agreements on Optional Form (OF) 347, Order 
for Supplies or Services, or on any other appropriate contractual instrument; 

(ii) Incorporate by reference the provisions of the basic ordering agreement; 

(iii) If applicable, cite the authority under 6.302 in each order; and 

(iv) Comply with 5.203 when synopsis is required by 5.201. 

(3)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neither make any final commitment nor authorize the 
contractor to begin work on an order under a basic ordering agreement until prices 
have been established, unless the order establishes a ceiling price limiting the 
Government’s obligation and either— 

(i) The basic ordering agreement provides adequate procedures for timely pricing of 
the order early in its performance period; or 

(ii) The need for the supplies or services is compelling and unusually urgent (i.e., 
when the Government would be seriously injured, financially or otherwise, if the 
requirement is not met sooner than would be possible if prices were established 
before the work bega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proceed with pricing as soon 
as practical. In no event shall an entire order be priced retro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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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7 Special Contracting Methods

Subpart 17.1—Multi-year Contracting 
17.101  Authority. 
This subpart implements Section 304B of the 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 of 1949 (41 U.S.C. 254c) and 10 U.S.C. 2306b and provides policy and 
procedures for the use of multi-year contracting. 

17.102  Applicability. 
For DoD, NASA, and the Coast Guard, the authorities cited in 17.101 do not apply to 
contracts for the purchase of supplies to which 40 U.S.C. 759 applies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supply contracts). 

17.103  Definitions. 
As used in this subpart— 

“Cancellation” means the cancellation (within a contractually specified time) of the 
total requirements of all remaining program years. Cancellation results when the 
contracting officer— 

(1) Notifies the contractor of nonavailability of funds for contract performance for 
any subsequent program year; or 

(2) Fails to notify the contractor that funds are available for performance of the 
succeeding program year requirement. 

“Cancellation ceiling” means the maximum cancellation charge that the contractor can 
receive in the event of cancellation. 

“Cancellation charge” means the amount of unrecovered costs which would have 
been recouped through amortization over the full term of the contract, including the 
term canceled. 

“Multi-year contract” means a contract for the purchase of supplies or services for 
more than 1, but not more than 5, program years. A multi-year contract may 
provide that performance under the contract during the second and subsequent years 
of the contract is contingent upon the appropriation of funds, and (if it does so 
provide) may provide for a cancellation payment to be made to the contractor if 
appropriations are not made. The key distinguishing difference between multi-year 
contracts and multiple year contracts is that multi-year contracts, defined in the 
statutes cited at 17.101, buy more than 1 year’s requirement (of a product or 
service) without establishing and having to exercise an option for each program year 
after the first. 

“Nonrecurring costs” means those costs which are generally incurred on a one-time 
basis and include such costs as plant or equipment relocation, plant rearrangement, 
special tooling and special test equipment, preproduction engineering, initial spoilage 
and rework, and specialized work forc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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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urring costs” means costs that vary with the quantity being produced, such as 
labor and materials. 

17.104  General. 
(a) Multi-year contracting is a special contracting method to acquire known 
requirements in quantities and total cost not over planned requirements for up to 5 
years unless otherwise authorized by statute, even though the total funds ultimately 
to be obligated may not be available at the time of contract award. This method may 
be used in sealed bidding or contracting by negotiation. 

(b) Multi-year contracting is a flexible contracting method applicable to a wide range 
of acquisitions. The extent to which cancellation terms are used in multi-year 
contracts will depend on the unique circumstances of each contract. Accordingly, for 
multi-year contracts, the agency head may authorize modification of the requirements 
of this subpart and the clause at 52.217-2, Cancellation Under Multi-year Contracts. 

(c) Agency funding of multi-year contracts shall conform to the policies in OMB 
Circulars A-11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Budget Estimates) and A-34 
(Instructions on Budget Execution) and other applicable guidance regarding the 
funding of multi-year contracts. As provided by that guidance, the funds obligated 
for multi-year contracts must be sufficient to cover any potential cancellation and/or 
termination costs; and multi-year contracts for the acquisition of fixed assets should 
be fully funded or funded in stages that are economically or programmatically viable. 

(d) The termination for convenience procedure may apply to any Government 
contract, including multiyear contracts. As contrasted with cancellation, termination 
can be effected at any time during the life of the contract (cancellation is effected 
between fiscal years) and can be for the total quantity or partial quantity (where as 
cancellation must be for all subsequent fiscal years’ quantities). 

17.105  Policy. 
17.105-1  Uses. 
(a) Except for DoD, NASA, and the Coast Guard, the contracting officer may enter 
into a multi-year contract if the head of the contracting activity determines that— 

(1) The need for the supplies or services is reasonably firm and continuing over the 
period of the contract; and 

(2) A multi-year contract will serve the best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by 
encouraging full and open competition or promoting economy in administration, 
performance, and operation of the agency’s programs. 

(b) For DoD, NASA, and the Coast Guard, the head of the agency may enter into a 
multi-year contract for supplies if— 

(1) The use of such a contract will result in substantial savings of the total 
estimated costs of carrying out the program through annual contracts; 

(2) The minimum need to be purchased is expected to remain substa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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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hanged during the contemplated contract period in terms of production rate, 
procurement rate, and total quantities; 

(3) There is a stable design for the supplies to be acquired, and the technical risks 
associated with such supplies are not excessive; 

(4) There is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throughout the contemplated contract 
period, the head of the agency will request funding for the contract at a level to 
avoid contract cancellation; and 

(5) The estimates of both the cost of the contract and the cost avoidance through 
the use of a multi-year contract are realistic. 

(c) The multi-year contracting method may be used for the acquisition of supplies or 
services. 

(d) If funds are not appropriated to support the succeeding years’ requirements, the 
agency must cancel the contract. 

17.105-2  Objectives. 
Use of multi-year contracting is encouraged to take advantage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 Lower costs. 

(b) Enhancement of standardization. 

(c) Reduction of administrative burden in the placement and administration of 
contracts. 

(d) Substantial continuity of production or performance, thus avoiding annual startup 
costs, preproduction testing costs, make-ready expenses, and phaseout costs. 

(e) Stabilization of contractor work forces. 

(f) Avoidance of the need for establishing quality control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a new contractor each year. 

(g) Broadening the competitive base with opportunity for participation by firms not 
otherwise willing or able to compete for lesser quantities, particularly in cases 
involving high startup costs. 

(h) Providing incentives to contractors to improve productivity through investment in 
capital facilities, equipment, and advanced technology. 

17.106  Procedures. 
17.106-1  General. 
(a) Method of contracting. The nature of the requirement should govern the selection 
of the method of contracting, since the multi-year procedure is compatible with 
sealed bidding, including two-step sealed bidding, and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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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ype of contract. Given the longer performance period associated with 
multi-year acquisition, consideration in pricing fixed-priced contracts should be given 
to the use of economic price adjustment terms and profit objectives commensurate 
with contractor risk and financing arrangements. 

(c) Cancellation procedures. 

(1) All program years except the first are subject to cancellation. For each program 
year subject to cancella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establish a cancellation 
ceiling. Ceilings must exclude amounts for requirements included in prior program 
year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reduce the cancellation ceiling for each program 
year in direct proportion to the remaining requirements subject to cancellation. For 
example, consider that the total nonrecurring costs (see 15.408, Table 15-2, Formats 
for Submission of Line Items Summaries C(8)) are estimated at 10 percent of the 
total multi-year price, and the percentages for each of the program year 
requirements for 5 years are (i) 30 in the first year, (ii) 30 in the second, (iii) 20 in 
the third, (iv) 10 in the fourth, and (v) 10 in the fifth. The cancellation percentages, 
after deducting 3 percent for the first program year, would be 7, 4, 2, and 1 percent 
of the total price applicable to the second, third, fourth, and fifth program years, 
respectively. 

(2) In determining cancellation ceilings,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estimate 
reasonable preproduction or startup, labor learning, and other nonrecurring costs to 
be incurred by an “average” prime contractor or subcontractor, which would be 
applicable to, and which normally would be amortized over, the items or services to 
be furnished under the multi-year requirements. Nonrecurring costs include such 
costs, where applicable, as plant or equipment relocation or rearrangement, special 
tooling and special test equipment, preproduction engineering, initial rework, initial 
spoilage, pilot runs, allocable portions of the costs of facilities to be acquired or 
established for the conduct of the work, costs incurred for the assembly, training, 
and transportation to and from the job site of a specialized work force, and 
unrealized labor learning. They shall not include any costs of labor or materials, or 
other expenses (except as indicated above), which might be incurred for 
performance of subsequent program year requirements. The total estimate of the 
above costs must then be compared with the best estimate of the contract cost to 
arrive at a reasonable percentage or dollar figure. To perform this calcula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obtain in-house engineering cost estimates identifying the 
detailed recurring and nonrecurring costs, and the effect of labor learning. 

(3)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establish cancellation dates for each program year’s 
requirements regarding production lead time and the date by which funding for these 
requirements can reasonably be established.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clude 
these dates in the schedule, as appropriate. 

(d) Cancellation ceilings. Cancellation ceilings and dates may be revised after issuing 
the solicitation if necessary. In sealed bidding,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change 
the ceiling by amending the solicitation before bid opening. In two-step sealed 
bidding, discussions conducted during the first step may indicate the need for 
revised ceilings and dates which may be incorporated in step two. In a negot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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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sition, negotiations with offerors may provide information requiring a change in 
cancellation ceilings and dates before final negotiation and contract award. 

(e) Payment of cancellation charges. If cancellation occurs, the Government’s liability 
will be determined by the terms of the applicable contract. 

(f) Presolicitation or pre-bid conferences. To ensure that all interested sources of 
supply are thoroughly aware of how multi-year contracting is accomplished, use of 
presolicitation or pre-bid conferences may be advisable. 

(g) Payment limit.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limit the Government’s payment 
obligation to an amount available for contract performanc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amount for the first program year in the contract upon award and 
modify it for successive program years upon availability of funds. 

(h) Termination payment.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for the convenience of the 
Government in whole, including requirements subject to cancellation, the 
Government’s obligation shall not exceed the amount specified in the Schedule as 
available for contract performance, plus the cancellation ceiling. 

17.106-2  Solicitations. 
Solicitations for multi-year contracts shall reflect all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evaluation, specifically including the following: 

(a) The requirements, by item of supply or service, for the— 

(1) First program year; and 

(2) Multi-year contract including the requirements for each program year. 

(b) Criteria for comparing the lowest evaluated submission on the first program year 
requirements to the lowest evaluated submission on the multi-year requirements. 

(c) A provision that, if the Government determines before award that only the first 
program year requirements are needed, the Government’s evaluation of the price or 
estimated cost and fee shall consider only the first year. 

(d) A provision specifying a separate cancellation ceiling (on a percentage or dollar 
basis) and dates applicable to each program year subject to a cancellation (see 
17.106-1(c) and (d)). 

(e) A statement that award will not be made on less than the first program year 
requirements. 

(f)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sts of annual contracting may be used as a 
factor in the evaluation only if they can be reasonably established and are stated in 
the solicitation. 

(g) The cancellation ceiling shall not be an evalua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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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6-3  Special procedures applicable to DoD, NASA, and the Coast Guard. 
(a) Participation by subcontractors, suppliers, and vendors. In order to broaden the 
defense industrial base,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1) Multi-year contracting shall be used in such a manner as to seek, retain, and 
promote the use under such contracts of companies that are subcontractors, 
suppliers, and vendors; and 

(2) Upon accrual of any payment or other benefit under such a multi-year contract 
to any subcontractor, supplier, or vendor company participating in such contract, 
such payment or benefit shall be delivered to such company in the most expeditious 
manner practicable. 

(b) Protection of existing authority. To the extent practicable, multi-year contracting 
shall not be carried out in a manner to preclude or curtail the existing ability of the 
Department or agency to provide for termination of a prime contract, the 
performance of which is deficient with respect to cost, quality, or schedule. 

(c) Cancellation or termination for insufficient funding. In the event funds are not 
made available for the continuation of a multi-year contract awarded using the 
procedures in this section, the contract shall be canceled or terminated. 

(d) Contracts awarded under the multi-year procedure shall be firm-fixed-price, 
fixed-price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or fixed-price incentive. 

(e) Recurring costs in cancellation ceiling. The inclusion of recurring costs in 
cancellation ceilings is an exception to normal contract financing arrangements and 
requires approval by the agency head. 

(f) Annual and multi-year proposals. Obtaining both annual and multi-year offers 
provides reduced lead time for making an annual award in the event that the 
multi-year award is not in the Government’s interest. Obtaining both also provides a 
basis for the computation of savings and other benefits. However, the preparation 
and evaluation of dual offers may increase administrative costs and workload for 
both offerors and the Government, especially for large or complex acquisitions. The 
head of a contracting activity may authorize the use of a solicitation requesting only 
multi-year prices, provided it is found that such a solicitation is in the Government’s 
interest, and that dual proposals are not necessary to meet the objectives in 
17.105-2. 

(g) Level unit prices. Multi-year contract procedures provide for the amortization of 
certain costs over the entire contract quantity resulting in identical (level) unit prices 
(except when the economic price adjustment terms apply) for all items or services 
under the multi-year contract. If level unit pricing is not in the Government’s 
interest, the head of a contracting activity may approve the use of variable unit 
prices, provided that for competitive proposals there is a valid method of evaluation. 

17.107  Options. 
Benefits may accrue by including options in a multi-year contract. In that event, 
contracting officers must follow the requirements of Subpart 17.2. Options shoul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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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charges for plant and equipment already amortized, or other nonrecurring 
charges which were included in the basic contract. 

17.108  Congressional notification. 
(a) Except for DoD, NASA, and the Coast Guard, a multi-year contract which 
includes a cancellation ceiling in excess of $11.5 million may not be awarded until 
the head of the agency gives written notification of the proposed contract and of the 
proposed cancellation ceiling for that contract to the committees on appropriation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Senate and the appropriate oversight committees 
of the House and Senate for the agency in question. Information on such committees 
may not be readily available to contracting officers. Accordingly, agencies should 
provide such information through its internal regulations. The contract may not be 
awarded until the thirty-first day after the date of notification. 

(b) For DoD, NASA, and the Coast Guard, a multi-year contract which includes a 
cancellation ceiling in excess of $114.5 million may not be awarded until the head of 
the agency gives written notification of the proposed contract and of the proposed 
cancellation ceiling for that contract to the committees on armed services and 
appropriation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Senate. The contract may not be 
awarded until the thirty-first day after the date of notification. 

17.109  Contract clauses. 
(a)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17-2, Cancellation Under 
Multi-year Contracts,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a multi-year contract is 
contemplated. 

(b) Economic price adjustment clauses. Economic price adjustment clauses are 
adaptable to multi-year contracting needs. When the period of production is likely to 
warrant a labor and material costs contingency in the contract price,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normally use an economic price adjustment clause (see 16.203). When 
contracting for services, the contracting officer— 

(1) Shall add the clause at 52.222-43, Fair Labor Standards Act and Service 
Contract Act—Price Adjustment (Multiple Year and Option Contracts), when the 
contract includes the clause at 52.222-41, Service Contract Act of 1965; 

(2) May modify the clause at 52.222-43 in overseas contracts when laws, 
regulations, or international agreements require contractors to pay higher wage 
rates; or 

(3) May use an economic price adjustment clause authorized by 16.203, when 
potential fluctuations require coverage and are not included in cost contingencies 
provided for by the clause at 52.222-43.

Subpart 17.2—Options 
17.200  Scope of subpart. 
This subpart prescribes policies and procedures for the use of option solicitation 
provisions and contract clauses. Except as provided in agency regulations, this 
subpart does not apply to contracts for (a) services involving the construction, 
alteration, or repair (including dredging, excavating, and painting) of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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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s, roads, or other kinds of real property; (b) architect-engineer services; and 
(c)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However, it does not preclude the use of 
options in those contracts. 

17.201  [Reserved] 
17.202  Use of options. 
(a)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s (b) and (c) of this section, for both 
sealed bidding and contracting by negotiation, the contracting officer may include 
options in contracts when it is in the Government’s interest. When using sealed 
bidding,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make a written determination that there is a 
reasonable likelihood that the options will be exercised before including the provision 
at 52.217-5, Evaluation of Options, in the solicitation. (See 17.207(f) with regard to 
the exercise of options.) 

(b) Inclusion of an option is normally not in the Government’s interest when, in the 
judgment of the contracting officer— 

(1) The foreseeable requirements involve— 

(i) Minimum economic quantities (i.e., quantities large enough to permit the recovery 
of startup costs and the production of the required supplies at a reasonable price); 
and 

(ii) Delivery requirements far enough into the future to permit competitive 
acquisition, production, and delivery. 

(2) An indefinite quantity or requirements contract would be more appropriate than a 
contract with options. However, this does not preclude the use of an indefinite 
quantity contract or requirements contract with options. 

(c)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not employ options if— 

(1) The contractor will incur undue risks; e.g., the price or availability of necessary 
materials or labor is not reasonably foreseeable; 

(2) Market prices for the supplies or services involved are likely to change 
substantially; or 

(3) The option represents known firm requirements for which funds are available 
unless— 

(i) The basic quantity is a learning or testing quantity; and 

(ii) Competition for the option is impracticable once the initial contract is awarded. 

(d) In recognition of— 

(1) The Government’s need in certain service contracts for continuity of opera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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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potential cost of disrupted support, options may be included in service 
contracts if there is an anticipated need for a similar service beyond the first 
contract period. 

17.203  Solicitations. 
(a) Solicitations shall include appropriate option provisions and clauses when 
resulting contracts will provide for the exercise of options (see 17.208). 

(b) Solicitations containing option provisions shall state the basis of evaluation, either 
exclusive or inclusive of the option and, when appropriate, shall inform offerors that 
it is anticipated that the Government may exercise the option at time of award. 

(c) Solicitations normally should allow option quantities to be offered without 
limitation as to price, and there shall be no limitation as to price if the option 
quantity is to be considered in the evaluation for award (see 17.206). 

(d) Solicitations that allow the offer of options at unit prices which differ from the 
unit prices for the basic requirement shall state that offerors may offer varying 
prices for options, depending on the quantities actually ordered and the dates when 
ordered. 

(e) If it is anticipated that the Government may exercise an option at the time of 
award and if the condition specified in paragraph (d) of this section applies, 
solicitations shall specify the price at which the Government will evaluate the option 
(highest option price offered or option price for specified requirements). 

(f) Solicitations may, in unusual circumstances, require that options be offered at 
prices no higher than those for the initial requirement; e.g., when— 

(1) The option cannot be evaluated under 17.206; or; 

(2) Future competition for the option is impracticable. 

(g) Solicitations that require the offering of an option at prices no higher than those 
for the initial requirement shall— 

(1) Specify that the Government will accept an offer containing an option price 
higher than the base price only if the acceptance does not prejudice any other 
offeror; and 

(2) Limit option quantities for additional supplies to not more than 50 percent of the 
initial quantity of the same contract line item. In unusual circumstances, an 
authorized person at a level above the contracting officer may approve a greater 
percentage of quantity. 

(h) Include the value of options in determining if the acquisition will excee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or Free Trade 
Agreement thresholds. 

17.204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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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contract shall specify limits on the purchase of additional supplies or 
services, or the overall duration of the term of the contract, including any extension. 

(b) The contract shall state the period within which the option may be exercised. 

(c) The period shall be set so as to provide the contractor adequate lead time to 
ensure continuous production. 

(d) The period may extend beyond the contract completion date for service 
contracts. This is necessary for situations when exercise of the option would result 
in the obligation of funds that are not available in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contract would otherwise be completed. 

(e) Unless otherwise approved in accordance with agency procedures, the total of 
the basic and option periods shall not exceed 5 years in the case of services, and 
the total of the basic and option quantities shall not exceed the requirement for 5 
years in the case of supplies. These limitations do not apply to information 
technology contracts. However, statutes applicable to various classes of contracts, 
for example, the Service Contract Act (see 22.1002-1), may place additional 
restrictions on the length of contracts. 

(f) Contracts may express options for increased quantities of supplies or services in 
terms of— 

(1) Percentage of specific line items, 

(2) Increase in specific line items; or 

(3) Additional numbered line items identified as the option. 

(g) Contracts may express extensions of the term of the contract as an amended 
completion date or as additional time for performance; e.g., days, weeks, or months. 

17.205  Documentation. 
(a)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justify in writing the quantities or the term under 
option, the notification period for exercising the option, and any limitation on option 
price under 17.203(g); and shall include the justification document in the contract 
file. 

(b) Any justifications and approvals and any determination and findings required by 
Part 6 shall specify both the basic requirement and the increase permitted by the 
option. 

17.206  Evaluation. 
(a) In awarding the basic contract,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b) of this section, evaluate offers for any option quantities or periods 
contained in a solicitation when it has been determined prior to soliciting offers that 
the Government is likely to exercise the options. (See 17.208.) 

(b) The contracting officer need not evaluate offers for any option quantities whe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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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determined that evaluation would not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Government 
and this determination is approved at a level above the contracting officer. An 
example of a circumstance that may support a determination not to evaluate offers 
for option quantities is when there is a reasonable certainty that funds will be 
unavailable to permit exercise of the option. 

17.207  Exercise of options. 
(a) When exercising an op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provide written notice to 
the contractor within the time period specified in the contract. 

(b) When the contract provides for economic price adjustment and the contractor 
requests a revision of the pric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determine the effect of 
the adjustment on prices under the option before the option is exercised. 

(c) The contracting officer may exercise options only after determining that— 

(1) Funds are available; 

(2) The requirement covered by the option fulfills an existing Government need; 

(3) The exercise of the option is the most advantageous method of fulfilling the 
Government’s need, price and other factors (see paragraphs (d) and (e) of this 
section) considered; 

(4) The option was synopsized in accordance with Part 5 unless exempted by 
5.202(a)(11) or other appropriate exemptions in 5.202; and 

(5) The contractor is not listed on the Excluded Parties List System (EPLS) (see 
FAR 9.405-1). 

(d) The contracting officer, after considering price and other factors, shall make the 
determination on the basis of one of the following: 

(1) A new solicitation fails to produce a better price or a more advantageous offer 
than that offered by the option. If it is anticipated that the best price available is the 
option price or that this is the more advantageous offer,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not use this method of testing the market. 

(2) An informal analysis of prices or an examination of the market indicates that the 
option price is better than prices available in the market or that the option is the 
more advantageous offer. 

(3) The time between the award of the contract containing the option and the 
exercise of the option is so short that it indicates the option price is the lowest 
price obtainable or the more advantageous offer.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such factors as market stability and comparison of the time since 
award with the usual duration of contracts for such supplies or services. 

(e) The determination of other factors under paragraph (c)(3) of this section— 



- 701 -

(1)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Government’s need for continuity of operations and 
potential costs of disrupting operations; and 

(2) May consider the effect on small business. 

(f) Before exercising an op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make a written 
determination for the contract file that exercise i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option,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and Part 6. To satisfy requirements of 
Part 6 regarding full and open competition, the option must have been evaluated as 
part of the initial competition and be exercisable at an amount specified in or 
reasonably determinable from the terms of the basic contract, e.g.— 

(1) A specific dollar amount; 

(2) An amount to be determined by applying provisions (or a formula) provided in 
the basic contract, but not including renegotiation of the price for work in a 
fixed-price type contract; 

(3) In the case of a cost-type contract, if— 

(i) The option contains a fixed or maximum fee; or 

(ii) The fixed or maximum fee amount is determinable by applying a formula 
contained in the basic contract (but see 16.102(c)); 

(4) A specific price that is subject to an economic price adjustment provision; or 

(5) A specific price that is subject to change as the result of changes to prevailing 
labor rates provided by the Secretary of Labor. 

(g) The contract modification or other written document which notifies the contractor 
of the exercise of the option shall cite the option clause as authority. 

17.208  Solicitation provisions and contract clauses. 
(a) Insert a provision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provision at 52.217-3, Evaluation 
Exclusive of Options, in solicitations when the solicitation includes an option clause 
and does not include one of the provisions prescribed in paragraph (b) or (c) of this 
section. 

(b) Insert a provision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provision at 52.217-4, Evaluation 
of Options Exercised at Time of Contract Award, in solicitations when the solicitation 
includes an option clause, the contracting officer has determined that there is a 
reasonable likelihood that the option will be exercised, and the option may be 
exercised at the time of contract award. 

(c) Insert a provision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provision at 52.217-5, Evaluation 
of Options, in solicitations when— 

(1) The solicitation contains an op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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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 option is not to be exercised at the time of contract award; 

(3) A firm-fixed-price contract, a fixed-price contract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or other type of contract approved under agency procedures is 
contemplated; and 

(4) The contracting officer has determined that there is a reasonable likelihood that 
the option will be exercised. For sealed bids, the determination shall be in writing. 

(d) Insert a clause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clause at 52.217-6, Option for 
Increased Quantity,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other than those for services, when 
the inclusion of an option is appropriate (see 17.200 and 17.202) and the option 
quantity i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basic contract quantity or as an 
additional quantity of a specific line item. 

(e) Insert a clause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clause at 52.217-7, Option for 
Increased Quantity—Separately Priced Line Item,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other 
than those for services, when the inclusion of an option is appropriate (see 17.200 
and 17.202) and the option quantity is identified as a separately priced line item 
having the same nomenclature as a corresponding basic contract line item. 

(f) Insert a clause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clause at 52.217-8, Option to 
Extend Services,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for services when the inclusion of an 
option is appropriate. (See 17.200, 17.202, and 37.111.) 

(g) Insert a clause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clause at 52.217-9, Option to 
Extend the Term of the Contract,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hen the inclusion of 
an option is appropriate (see 17.200 and 17.202) and it is necessary to include in 
the contract any or all of the following: 

(1) A requirement that the Government must give the contractor a preliminary 
written notice of its intent to extend the contract. 

(2) A statement that an extension of the contract includes an extension of the 
option. 

(3) A specified limitation on the total duration of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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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5 Foreign Acquisition

25.000  Scope of part. 
(a) This part provides policies and procedures for— 

(1) Acquisition of foreign supplies, services, and construction materials; and 

(2) Contracts performed outside the United States. 

(b) It implements the Buy American Act, trade agreements,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25.001  General. 
(a) The Buy American Act— 

(1) Restricts the purchase of supplies, that are not domestic end products, for use 
within the United States. A foreign end product may be purchased if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that the price of the lowest domestic offer is unreasonable or if 
another exception applies (see Subpart 25.1); and 

(2) Requires, with some exceptions, the use of only domestic construction materials 
in contracts for construction in the United States (see Subpart 25.2). 

(b) The restrictions in the Buy American Act are not applicable in acquisitions 
subject to certain trade agreements (see Subpart 25.4). In these acquisitions, end 
products and construction materials from certain countries receive nondiscriminatory 
treatment in evaluation with domestic offers. Generally, the dollar value of the 
acquisition determines which of the trade agreements applies. Exceptions to the 
applicability of the trade agreements are described in Subpart 25.4. 

(c) The test to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for an end product under the Buy 
American Act (see the various country “end product” definitions in 25.003) is 
different from the test to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for an end product under 
the trade agreements, or the criteria for the report on end products manufactured 
outside the United States (see 25.004). 

(1) The Buy American Act uses a two-part test to define a “domestic end 
product”or “domestic construction material” (manufactured in the United States and a 
formula based on cost of domestic components). The component test has been 
waived for acquisition of commercially available off-the-shelf items. 

(2) Under the trade agreements, the test to determine country of origin is 
“substantial transformation” (i.e., transforming an article into a new and different 
article of commerce, with a name, character, or use distinct from the original 
article). 

(3) For the reporting requirement at 25.004, the only criterion is whether the place 
of manufacture of an end product is in the United States or outside the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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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part

Supplies for Use Construction Services Performed

I n s i d e 

U.S.

Outside 

U.S.

Inside 

U.S.

Outsid

e U.S.

I n s i d e 

U.S.

Outside 

U.S.

25.1 Buy American Act—

Supplies 
× - - - - -

25.2 Buy American Act—

Construction Materials
- - × - - -

25.3 Contracts Performed 

Outside the United States 
- × - × - ×

25.4 Trade Agreements × × × × × ×

25.5 Evaluating Foreign 

Offers— Supply Contracts 
× × - - - -

25.6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 Buy 

American Act — Construction 

Materials

×

25.7 Prohibited Sources × × × × × ×

25.8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Coordination
× × - × - ×

25.9 Customs and Duties × - - - - -

25.10 Additional Foreign 

Acquisition Regulations
× × × × × ×

25.11 Solicitation Provisions 

and Contract Clauses
× × × × × ×

States, without regard to the origin of the components. 

(4) When using funds appropriated under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Pub. L. 111-5), the definition of “domestic manufactured construction 
material” requires manufacture in the United States but does not include a 
requirement with regard to the origin of the components. 

25.002  Applicability of subparts.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applicability of the subparts. Subpart 25.5 provides 
comprehensive procedures for offer evaluation and examples.

25.003  Definitions. 
As used in this part— 

“Canadian end product” means an article that— 

(1) Is wholly the growth, product, or manufacture of Canada; or 

(2) In the case of an article that consists in whole or in part of materials from 
another country, has been substantially transformed in Canada into a new and 
different article of commerce with a name, character, or use distinct from that of the 
article or articles from which it was transformed. The term refers to a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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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ed for purchase under a supply contract, but for purposes of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end product includes services (except transportation services) incidental 
to the article,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ose incidental services does not exceed 
that of the article itself. 

“Caribbean Basin country” means any of the following countries: Antigua and 
Barbuda, Aruba, Bahamas, Barbados, Belize, British Virgin Islands, Dominica, 
Grenada, Guyana, Haiti, Jamaica, Montserrat, Netherlands Antilles,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or Trinidad and Tobago. 

“Caribbean Basin country end product”— 

(1) Means an article that— 

(i)(A) Is wholly the growth, product, or manufacture of a Caribbean Basin country; or 

(B) In the case of an article that consists in whole or in part of materials from 
another country, has been substantially transformed in a Caribbean Basin country 
into a new and different article of commerce with a name, character, or use distinct 
from that of the article or articles from which it was transformed; and 

(ii) Is not excluded from duty-free treatment for Caribbean countries under 19 U.S.C. 
2703(b). 

(A) For this reason, the following articles are not Caribbean Basin country end 
products: 

(1) Tuna, prepared or preserved in any manner in airtight containers. 

(2) Petroleum, or any product derived from petroleum. 

(3) Watches and watch parts (including cases, bracelets, and straps) of whatever 
typ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echanical, quartz digital, or quartz analog, if such 
watches or watch parts contain any material that is the product of any country to 
which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column 2 rates 
of duty apply (i.e., Afghanistan, Cuba, Laos, North Korea, and Vietnam). 

(4) Certain of the following: textiles and apparel articles; footwear, handbags, 
luggage, flat goods, work gloves, and leather wearing apparel; or handloomed, 
handmade, and folklore articles. 

(B) Access to the HTSUS to determine duty-free status of articles of the types 
listed in paragraph (1)(ii)(A)(4) of this definition is available via the Internet at 
http://www.usitc.gov/tata/hts/. In particular, see the following: 

(1) General Note 3(c), Products Eligible for Special Tariff treatment. 

(2) General Note 17, 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Beneficiary Countries 
under the United States-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of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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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ction XXII, Chapter 98, Subchapter II, Articles Exported and Returned, 
Advanced or Improved Abroad, U.S. Note 7(b). 

(4) Section XXII, Chapter 98, Subchapter XX, Goods Eligible for Special Tariff 
Benefits under the United States-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and 

(2) Refers to a product offered for purchase under a supply contract, but for 
purposes of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acquisition, includes services (except 
transportation services) incidental to the article,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ose 
incidental services does not exceed that of the article itself. 

“Civil aircraft and related articles” means— 

(1) All aircraft other than aircraft to be purchased for use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or the U.S. Coast Guard; 

(2) The engines (and parts and components for incorporation into the engines) of 
these aircraft; 

(3) Any other parts, components, and subassemblies for incorporation into the 
aircraft; and 

(4) Any ground flight simulators, and parts and components of these simulators, for 
use with respect to the aircraft, whether to be used as original or replacement 
equipment in the manufacture, repair, maintenance, rebuilding, modification, or 
conversion of the aircraft and without regard to whether the aircraft or articles 
receive duty-free treatment under section 601(a)(2) of the Trade Agreements Act. 

“Component” means an article, material, or supply incorporated directly into an end 
product or construction material. 

“Construction material” means an article, material, or supply brought to the 
construction site by a contractor or subcontractor for incorporation into the building 
or work. The term also includes an item brought to the site preassembled from 
articles, materials, or supplies. However, emergency life safety systems, such as 
emergency lighting, fire alarm, and audio evacuation systems, that are discrete 
systems incorporated into a public building or work and that are produced as 
complete systems, are evaluated as a single and distinct construction material 
regardless of when or how the individual parts or components of those systems are 
delivered to the construction site. Materials purchas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are supplies, not construction material. 

“Cost of components” means— 

(1) For components purchased by the contractor, the acquisition cost, including 
transportation costs to the place of incorporation into the end product or 
construction material (whether or not such costs are paid to a domestic firm), and 
any applicable duty (whether or not a duty-free entry certificate is issued); or 

(2) For components manufactured by the contractor, all costs associated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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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 of the component, including transportation costs as described in 
paragraph (1) of this definition, plus allocable overhead costs, but excluding profit. 
Cost of components does not include any costs associated with the manufacture of 
the end product. 

“Designated country” means any of the following countries: 

(1) A World Trade Organization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country (Aruba, 
Austria, Belgium, Bulgaria, Canad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ong Kong,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Republic of),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Singapore,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aiwan (know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s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Chinese Taipei)) or United Kingdom); 

(2) A Free Trade Agreement country (Australia, Bahrain, Canada, Chile,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Mexico, Morocco, Nicaragua, 
Oman, Peru, or Singapore); 

(3) A least developed country (Afghanistan,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jibouti, East Timor,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mbia, Guinea, Guinea-Bissau, Haiti, Kiribati, Laos,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dives, Mali, Mauritania, Mozambique, Nepal, Niger, Rwanda, 
Samo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ierra Leone, Solomon Islands, Somalia, 
Tanzania, Togo, Tuvalu, Uganda, Vanuatu, Yemen, or Zambia); or 

(4) A Caribbean Basin country (Antigua and Barbuda, Aruba, Bahamas, Barbados, 
Belize, British Virgin Islands, Dominica, Grenada, Guyana, Haiti, Jamaica, Montserrat, 
Netherlands Antilles,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or Trinidad and Tobago). 

“Designated country end product” means a WTO GPA country end product, an FTA 
country end product, a least developed country end product, or a Caribbean Basin 
country end product. 

“Domestic construction material” means— 

(1) An unmanufactured construction material mined or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2) A construction material manufactured in the United States, if— 

(i) The cost of its components mined, produced, or manufactured in the United 
States exceeds 50 percent of the cost of all its components. Components of foreign 
origin of the same class or kind for which nonavailability determinations have been 
made are treated as domestic; or 

(ii) The construction material is a COTS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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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end product” means— 

(1) An unmanufactured end product mined or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2) An end product manufactured in the United States, if— 

(i) The cost of its components mined, produced, or manufactured in the United 
States exceeds 50 percent of the cost of all its components. Components of foreign 
origin of the same class or kind as those that the agency determines are not mined, 
produced, or manufactured in sufficient and reasonably available commercial 
quantities of a satisfactory quality are treated as domestic. Scrap generated, 
collected, and prepared for processing in the United States is considered domestic; 
or 

(ii) The end product is a COTS item. 

“Domestic offer” means an offer of a domestic end product. When the solicitation 
specifies that award will be made on a group of line items, a domestic offer means 
an offer where the proposed price of the domestic end products exceeds 50 percent 
of the total proposed price of the group. 

“Eligible offer” means an offer of an eligible product. When the solicitation specifies 
that award will be made on a group of line items, an eligible offer means a foreign 
offer where the combined proposed price of the eligible products and the domestic 
end products exceeds 50 percent of the total proposed price of the group. 

“Eligible product” means a foreign end product, construction material, or service 
that, due to applicability of a trade agreement to a particular acquisition, is not 
subject to discriminatory treatment. 

“End product” means those articles, materials, and supplies to be acquired for public 
use. 

“Foreign construction material” means a construction material other than a domestic 
construction material. 

“Foreign contractor” means a contractor or subcontractor organized or existing under 
the laws of a countr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Foreign end product” means an end product other than a domestic end product. 

“Foreign offer” means any offer other than a domestic offer. 

“Free Trade Agreement country” means Australia, Bahrain, Canada, Chile,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Mexico, Morocco, 
Nicaragua, Oman, Peru, or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country end product” means an article that— 

(1) Is wholly the growth, product, or manufacture of a Free Trade Agreement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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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or 

(2) In the case of an article that consists in whole or in part of materials from 
another country, has been substantially transformed in an FTA country into a new 
and different article of commerce with a name, character, or use distinct from that 
of the article or articles from which it was transformed. The term refers to a 
product offered for purchase under a supply contract, but for purposes of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end product, includes services (except transportation services) 
incidental to the article,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ose incidental services does not 
exceed that of the article itself. 

“Israeli end product” means an article that— 

(1) Is wholly the growth, product, or manufacture of Israel; or 

(2) In the case of an article that consists in whole or in part of materials from 
another country, has been substantially transformed in Israel into a new and different 
article of commerce with a name, character, or use distinct from that of the article 
or articles from which it was transformed. 

“Least developed country” means any of the following countries: Afghanistan,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jibouti, East Timor,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mbia, Guinea, Guinea-Bissau, Haiti, Kiribati, 
Laos,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dives, Mali, Mauritania, Mozambique, 
Nepal, Niger, Rwanda, Samo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ierra Leone, 
Solomon Islands, Somalia, Tanzania, Togo, Tuvalu, Uganda, Vanuatu, Yemen, or 
Zambia. 

“Least developed country end product” means an article that— 

(1) Is wholly the growth, product, or manufacture of a least developed country; or 

(2) In the case of an article that consists in whole or in part of materials from 
another country, has been substantially transformed in a least developed country into 
a new and different article of commerce with a name, character, or use distinct from 
that of the article or articles from which it was transformed. The term refers to a 
product offered for purchase under a supply contract, but for purposes of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end product, includes services (except transportation services) 
incidental to the article,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ose incidental services does not 
exceed that of the article itself. 

“Noneligible offer” means an offer of a noneligible product. 

“Noneligible product” means a foreign end product that is not an eligible product. 

“United States” means the 50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outlying areas. 

“U.S.-made end product” means an article that is mined, produced, or manufactured 
in the United States or that is substantially transformed in the United States int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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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nd different article of commerce with a name, character, or use distinct from 
that of the article or articles from which it was transformed. 

“World Trade Organization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WTO GPA) country” 
means any of the following countries: Aruba, Austria, Belgium, Bulgaria, Canad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ong 
Kong,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Republic of),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Singapore,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aiwan, 
or United Kingdom. 

“WTO GPA country end product” means an article that— 

(1) Is wholly the growth, product, or manufacture of a WTO GPA country; or 

(2) In the case of an article that consists in whole or in part of materials from 
another country, has been substantially transformed in a WTO GPA country into a 
new and different article of commerce with a name, character, or use distinct from 
that of the article or articles from which it was transformed. The term refers to a 
product offered for purchase under a supply contract, but for purposes of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end product includes services (except transportation services) 
incidental to the article,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ose incidental services does not 
exceed that of the article itself. 

25.004  Reporting of acquisition of end products manufactured outside the United 
States. 
(a)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41 U.S.C. 10a, the head of each Federal 
agency must submit a report to Congress on the amount of the acquisitions made by 
the agency from entities that manufacture end products outside the United States in 
that fiscal year. 

(b) This report will be partially based on information collected from offerors using 
solicitation provision 52.225-18, Place of Manufacture (and its commercial item 
equivalent in 52.212-3, Offeror Representations and Certifications-Commercial items). 
For purposes of this report, the criteria established in the law is only whether the 
place of manufacture of an end product is in the United States or outside the United 
States, without regard to the origin of the components (see 25.001(c)). 

Subpart 25.1—Buy American Act—Supplies 
25.100  Scope of subpart. 
(a) This subpart implements— 

(1) The Buy American Act (41 U.S.C. 10a - 10d); 

(2) Executive Order 10582, December 17, 1954; and 

(3) Waiver of the component test of the Buy American Act for acquisitions of 
commercially available off-the-shelf (COTS) items in accordance with 41 U.S.C 431. 

(b) It applies to supplies acquired for use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su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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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red under contracts set aside for small business concerns, if— 

(1) The supply contract exceeds the micro-purchase threshold; or 

(2) The supply portion of a contract for services that involves the furnishing of 
supplies (e.g., lease) exceeds the micro-purchase threshold. 

25.101  General. 
(a) The Buy American Act restricts the purchase of supplies that are not domestic 
end products.  For  manufactured 

end products, the Buy American Act uses a two-part test to define a domestic end 
product. 

(1) The article must be manufactured in the United States; and 

(2) The cost of domestic components must exceed 50 percent of the cost of all the 
components. In accordance with 41 U.S.C. 431, this component test of the Buy 
American Act has been waived for acquisitions of COTS items (see 12.505(a)). 

(b) The Buy American Act applies to small business set-asides. A manufactured 
product of a small business concern is a U.S.-made end product, but is not a 
domestic end product unless it meets the component test in paragraph (a)(2) of this 
section. 

(c) Exceptions that allow the purchase of a foreign end product are listed at 25.103. 
The unreasonable cost exception is implemented through the use of an evaluation 
factor applied to low foreign offers that are not eligible offers. The evaluation factor 
is not used to provide a preference for one foreign offer over another. Evaluation 
procedures and examples are provided in Subpart 25.5. 

25.102  Policy. 
Except as provided in 25.103, acquire only domestic end products for public use 
inside the United States. 

25.103  Exceptions. 
When one of the following exceptions applies, the contracting officer may acquire a 
foreign end product without regard to the restrictions of the Buy American Act: 

(a) Public interest. The head of the agency may make a determination that domestic 
preference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public interest. This exception applies 
when an agency has an agreement with a foreign government that provides a blanket 
exception to the Buy American Act. 

(b) Nonavailability. The Buy American Act does not apply with respect to articles, 
materials, or supplies if articles, materials, or supplies of the class or kind to be 
acquired, either as end items or components, are not mined, produced, or 
manufactured in the United States in sufficient and reasonably available commercial 
quantities and of a satisfactory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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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lass determinations. 

(i) A nonavailability determination has been made for the articles listed in 25.104. 
This determination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re is no domestic source for 
the listed items, but that domestic sources can only meet 50 percent or less of total 
U.S.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demand. 

(ii) Before acquisition of an article on the list, the procuring agency is responsible to 
conduct market research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including seeking of 
domestic sources. This applies to acquisition of an article as— 

(A) An end product; or 

(B) A significant component (valued at more than 50 percent of the value of all the 
components). 

(iii) The determination in paragraph (b)(1)(i) of this section does not apply if the 
contracting officer learns at any time before the time designated for receipt of bids 
in sealed bidding or final offers in negotiation that an article on the list is available 
domestically in sufficient and reasonably available commercial quantities of a 
satisfactory quality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olicitation.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A) Ensure that the appropriate Buy American Act provision and clause are included 
in the solicitation (see 22.1101(a), 22.1101(b), or 25.1102); 

(B) Specify in the solicitation that the article is available domestically and that 
offerors and contractors may not treat foreign components of the same class or kind 
as domestic components; and 

(C) Submit a copy of supporting documentation to the appropriate council identified 
in 1.201-1, in accordance with agency procedures, for possible removal of the 
article from the list. 

(2) Individual determinations. 

(i) The head of the contracting activity may make a determination that an article, 
material, or supply is not mined, produced, or manufactured in the United States in 
sufficient and reasonably available commercial quantities of a satisfactory quality. 

(ii) If the contracting officer considers that the nonavailability of an article is likely 
to affect future acquisitions, the contracting officer may submit a copy of the 
determination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to the appropriate council identified in 
1.201-1, in accordance with agency procedures, for possible addition to the list in 
25.104. 

(3) A written determination is not required if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present: 

(i) The acquisition was conducted through use of full and open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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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acquisition was synopsized in accordance with 5.201. 

(iii) No offer for a domestic end product was received. 

(c) Unreasonable cost. The contracting officer may determine that the cost of a 
domestic end product would be unreasonable, in accordance with 25.105 and Subpart 
25.5. 

(d) Resale. The contracting officer may purchase foreign end products specifically 
for commissary resale. 

(e) Information technology that is a commercial item. The restriction on purchasing 
foreign end products does not apply to the acquisi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that 
is a commercial item, when using fiscal year 2004 or subsequent fiscal year funds 
(Section 535(a) of Division F, Title V,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04, and 
similar sections in subsequent appropriations acts). 

25.104  Nonavailable articles. 
(a) The following articles have been determined to be nonavailable in accordance 
with 25.103(b)(1)(i): 

Acetylene, black. 
Agar, bulk. 
Anise. 
Antimony, as metal or oxide. 
Asbestos, amosite, chrysotile, and crocidolite. 
Bamboo shoots. 
Bananas. 
Bauxite. 
Beef, corned, canned. 
Beef extract. 
Bephenium hydroxynapthoate. 
Bismuth. 
Books, trade, text, technical, or scientific; newspapers; pamphlets; magazines; 
periodicals; printed briefs and films; not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and for which 
domestic editions are not available. 
Brazil nuts, unroasted 
Cadmium, ores and flue dust. 
Calcium cyanamide. 
Capers. 
Cashew nuts. 
Castor beans and castor oil. 
Chalk, English. 
Chestnuts. 
Chicle. 
Chrome ore or chromite. 
Cinchona bark. 
Cobalt, in cathodes, rondelles, or other primary ore and metal forms. 
Cocoa b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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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nut and coconut meat, unsweetened, in shredded, desiccated, or similarly 
prepared form. 
Coffee, raw or green bean. 
Colchicine alkaloid, raw. 
Copra. 
Cork, wood or bark and waste. 
Cover glass, microscope slide. 
Crane rail (85-pound per foot). 
Cryolite, natural. 
Dammar gum. 
Diamonds, industrial, stones and abrasives. 
Emetine, bulk. 
Ergot, crude. 
Erythrityl tetranitrate. 
Fair linen, altar. 
Fibers of the following types: abaca, abace, agave, coir, flax, jute, jute burlaps, 
palmyra, and sisal. 
Goat and kidskins. 
Goat hair canvas. 
Grapefruit sections, canned. 
Graphite, natural, crystalline, crucible grade. 
Hand file sets (Swiss pattern). 
Handsewing needles. 
Hemp yarn. 
Hog bristles for brushes. 
Hyoscine, bulk. 
Ipecac, root. 
Iodine, crude. 
Kaurigum. 
Lac. 
Leather, sheepskin, hair type. 
Lavender oil. 
Manganese. 
Menthol, natural bulk. 
Mica. 
Microprocessor chips (brought onto a Government construction site as separate units 
for incorporation into building systems during construction or repair and alteration of 
real property). 
Modacrylic fur ruff. 
Nickel, primary, in ingots, pigs, shots, cathodes, or similar forms; nickel oxide and 
nickel salts. 
Nitroguanidine (also known as picrite). 
Nux vomica, crude. 
Oiticica oil. 
Olive oil. 
Olives (green), pitted or unpitted, or stuffed, in bulk. 
Opium, crude. 
Oranges, mandarin, canned. 
Petroleum, crude oil, unfinished oils, and finished products. 
Pine needle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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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inum and related group metals, refined, as sponge, powder, ingots, or cast bars. 
Pyrethrum flowers. 
Quartz crystals. 
Quebracho. 
Quinidine. 
Quinine. 
Rabbit fur felt. 
Radium salts, source and special nuclear materials. 
Rosettes. 
Rubber, crude and latex. 
Rutile. 
Santonin, crude. 
Secretin. 
Shellac. 
Silk, raw and unmanufactured. 
Spare and replacement parts for equipment of foreign manufacture, and for which 
domestic parts are not available. 
Spices and herbs, in bulk. 
Sugars, raw. 
Swords and scabbards. 
Talc, block, steatite. 
Tantalum. 
Tapioca flour and cassava. 
Tartar, crude; tartaric acid and cream of tartar in bulk. 
Tea in bulk. 
Thread, metallic (gold). 
Thyme oil. 
Tin in bars, blocks, and pigs. 
Triprolidine hydrochloride. 
Tungsten. 
Vanilla beans. 
Venom, cobra. 
Water chestnuts. 
Wax, carnauba. 
Wire glass. 
Woods; logs, veneer, and lumber of the following species: Alaskan yellow cedar, 
angelique, balsa, ekki, greenheart, lignum vitae, mahogany, and teak. 
Yarn, 50 Denier rayon. 

(b) This list will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for public comment no less 
frequently than once every five years. Unsolicited recommendations for deletions 
from this list may be submitted at any time and should provide sufficient data and 
rationale to permit evaluation (see 1.502). 

25.105  Determining reasonableness of cost. 
(a) The contracting officer— 

(1) Must use the evaluation factors in paragraph (b) of this section unless the head 
of the agency makes a written determination that the use of higher factors is more 
appropriate. If the determination applies to all agency acquisitions, th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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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factors must be published in agency regulations; and 

(2) Must not apply evaluation factors to offers of eligible products if the acquisition 
is subject to a trade agreement under Subpart 25.4. 

(b) If there is a domestic offer that is not the low offer, and the restrictions of the 
Buy American Act apply to the low offer,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determine the 
reasonableness of the cost of the domestic offer by adding to the price of the low 
offer, inclusive of duty— 

(1) 6 percent, if the lowest domestic offer is from a large business concern; or 

(2) 12 percent, if the lowest domestic offer is from a small business concern.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use this factor, or another factor established in agency 
regulations, in small business set-asides if the low offer is from a small business 
concern offering the product of a small business concern that is not a domestic end 
product (see Subpart 19.5). 

(c) The price of the domestic offer is reasonable if it does not exceed the evaluated 
price of the low offer after addition of the appropriate evaluation facto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a) or (b) of this section. (See evaluation procedures at 
Subpart 25.5.) 

Subpart 25.3—Contracts Performed Outside the United States 
25.301  Contractor personnel in a designated operational area or supporting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 outside the United States. 
25.301-1  Scope. 
(a) This section applies to contracts requiring contractor personnel to perform 
outside the United States— 

(1) In a designated operational area during— 

(i) Contingency operations; 

(ii) Humanitarian or peacekeeping operations; or 

(iii) Other military operations or military exercises, when designated by the 
combatant commander; or 

(2) When supporting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 

(i) That has been designated by the Department of State as a danger pay post (see 
http://aoprals.state.gov/Web920/danger_pay_all.asp); or 

(ii) That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is a post at which application of the 
clause at FAR 52.225-19, Contractor Personnel in a Designated Operational Area or 
Supporting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 outside the United States, is 
appropriate. 

(b) Any of the types of operations listed in paragraph (a)(1) of this section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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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stability operations such as— 

(1) Establishment or maintenance of a safe and secure environment; or 

(2) Provision of emergency infrastructure reconstruction, humanitarian relief, or 
essential governmental services (until feasible to transition to local government). 

(c)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personal services contracts (see FAR 37.104), 
unless specified otherwise in agency procedures. 

25.301-2  Government support. 
(a) Generally, contractor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their own logistical and 
security support, including logistical and security support for their employees. The 
agency shall provide logistical or security support only when the appropriate agency 
official, in accordance with agency guidance, determines that— 

(1) Such Government support is available and is needed to ensure continuation of 
essential contractor services; and 

(2) The contractor cannot obtain adequate support from other sources at a 
reasonable cost. 

(b)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specify in the contract, and in the solicitation if 
possible, the exact support to be provided, and whether this support is provided on 
a reimbursable basis, citing the authority for the reimbursement. 

25.301-3  Weapon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follow agency procedures and the weapons policy 
established by the combatant commander or the chief of mission when authorizing 
contractor personnel to carry weapons (see paragraph (i) of the clause at 52.225-19, 
Contractor Personnel in a Designated Operational Area or Supporting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 outside the United States). 

25.301-4  Contract clause. 
Insert the clause at 52.225-19, Contractor Personnel in a Designated Operational 
Area or Supporting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 outside the United States,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other than personal service contracts with individuals, that 
will require contractor personnel to perform outside the United States— 

(a) In a designated operational area during— 

(1) Contingency operations; 

(2) Humanitarian or peacekeeping operations; or 

(3) Other military operations or military exercises, when designated by the 
combatant commander; or 

(b) When supporting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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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at has been designated by the Department of State as a danger pay post (see 
http://aoprals.state.gov/Web920/danger_pay_all.asp); or 

(2) That the contracting officer determines is a post at which application of the 
clause FAR 52.225-19, Contractor Personnel in a Designated Operational Area or 
Supporting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 outside the United States, is 
appropriate.

Subpart 25.4—Trade Agreements 
25.400  Scope of subpart. 
(a) This subpart provides policies and procedures applicable to acquisitions that are 
covered by— 

(1)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WTO GPA), 
as approved by Congress in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Act (Public Law 
103-465); 

(2) Free Trade Agreements (FTA), consisting of— 

(i) NAFTA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s approved by Congress in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of 1993 (19 U.S.C. 
3301 note)); 

(ii) Chile FTA (the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as approved by 
Congress in the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ublic Law 108-77)); 

(iii) Singapore FTA (the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as 
approved by Congress in the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ub. L. 108-78) (19 U.S.C. 3805 note)); 

(iv) Australia FTA (the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as approved 
by Congress in the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ub. L. 108-286) (19 U.S.C. 3805 note)); 

(v) Morocco FTA (The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as approved 
by Congress in the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ub. L. 108-302) (19 U.S.C. 3805 note)); 

(vi) CAFTA-DR (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as approved by Congress in 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ub. L. 109-53) 
(19 U.S.C. 4001 note)); 

(vii) Bahrain FTA (the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as approved by 
Congress in the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ub. L. 109-169) (19 U.S.C. 3805 note)); 

(viii) Oman FTA (the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as approved by 
Congress in the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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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 L. 109-283) (19 U.S.C. 3805 note)); and 

(ix) Peru FTA (the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as approved by 
Congress in the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ub. L. 110-138) (19 U.S.C. 3805 note)); 

(3) The least developed country designation made by the U.S. Trade Representative, 
pursuant to the Trade Agreements Act (19 U.S.C. 2511(b)(4)), in acquisitions covered 
by the WTO GPA; 

(4) The Caribbean Basin Trade Initiative (CBTI) (determination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that end products or construction material granted duty-free entry 
from countries designated as beneficiaries under th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19 U.S.C. 2701, et seq.), with the exception of Panama, must be 
treated as eligible products in acquisitions covered by the WTO GPA); 

(5) The Israeli Trade Act (the U.S.-Israel Free Trade Area Agreement, as approved 
by Congress in the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of 
1985 (19 U.S.C. 2112 note)); or 

(6) The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U.S. Trade Representative waiver of 
the Buy American Act for signatories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as 
implemented in the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19 U.S.C. 2513)). 

(b) For application of the trade agreements that are unique to individual agencies, 
see agency regulations. 

25.401  Exceptions. 
(a) This subpart does not apply to— 

(1) Acquisitions set aside for small businesses; 

(2) Acquisitions of arms, ammunition, or war materials, or purchases indispensable 
for national security or for national defense purposes; 

(3) Acquisitions of end products for resale; 

(4) Acquisitions from Federal Prison Industries, Inc., under Subpart 8.6, and 
acquisitions under Subpart 8.7, Acquisition from Nonprofit Agencies Employing People 
Who Are Blind or Severely Disabled; and 

(5) Other acquisitions not using full and open competition, if authorized by Subpart 
6.2 or 6.3, when the limitation of competition would preclude use of the procedures 
of this subpart; or sole source acquisitions justified in accordance with 13.501(a). 

(b)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WTO GPA) 
and each FTA, there is a U.S. schedule that lists services that are excluded from 
that agreement in acquisitions by the United States. Acquisitions of the following 
services are excluded from coverage by the U.S. schedule of the WTO GPA or an 
FTA as indicated in thi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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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ervice 

(Federal Service Codes from the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Product/Service 

Code Manual are indicated in parentheses 

for some services.) 

WTO 

GPA 

Bahrain FTA,

CAFTA-DR, 

Chile FTA, 

N A F T A , 

oman FTA 

and Peru 

FTA 

Singap

ore 

FTA 

 

Australi

a and

Morocc

o FTA 

(1)
All services purchased in support of 

military services overseas.
× × × ×

(2)

(i) Automatic data processing (ADP) 

telecommunications and transmission 

services (D304), except enhanced (i.e.,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 ×

(ii) ADP teleprocessing and timesharing 

services (D305), telecommunications 

network management services (D316), 

automated news services, data services or 

other information services (D317), and 

other ADP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D399).

× ×

(iii) Basic telecommunications network 

services (i.e., voice telephone services, 

packet-switched data transmission 

services, circuit-switched data 

transmission services, telex services, 

telegraph services, facsimile services, and 

private leased circuit services, but not 

information services, as defined in 47 

U.S.C. 153(20)).

* * × ×

(3) Dredging. × × × ×

(4)

(i) Operation and management contracts of 

certain Government or privately owned 

facilities used for Government purposes, 

including Federally 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s.

× ×

(ii) Operation of all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Energy, or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facilities; and all 

Government-owned research and 

development facilities o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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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owned environmental 

laboratories.
(5) Research and development. × × × ×

(6)

Transportation services (including 

launching services, but not including travel 

agent services - V503).

× × × ×

(7) Utility services. × × × ×

(8)

Maintenance, repair, modification, 

rebuilding and installation of equipment 

related to ships (J019).

× ×

(9) Nonnuclear ship repair (J998). × ×
* Note 1. Acquisitions of the services listed at (2)(iii) of this table are a 

subset of the excluded services at (2)(i) and (ii), and are therefore not 

covered under the WTO GPA. 

** Note 2. Acquisitions of the services listed at (4)(ii) of this table are a 

subset of the excluded services at (4)(i), and are therefore not covered under 

the WTO GPA. 

Trade Agreement

Supply 

Contract

(equal to or 

exceeding)

Service 

Contract

(equal to or 

exceeding)

Construction 

Contract

(equal to or 

exceeding)

WTO GPA $203,000 $203,000  $7,804,000 

FTAs

   Australia FTA 70,079 70,079 7,804,000 

   Bahrain FTA 203,000 203,000 9,110,318

25.402  General. 
(a)(1) The Trade Agreements Act (19 U.S.C. 2501, et seq.) provides the authority 
for the President to waive the Buy American Act and other discriminatory provisions 
for eligible products from countries that have signed an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or that meet certain other criteria, such as being a least 
developed country. The President has delegated this waiver authority to the U.S. 
Trade Representative. In acquisitions covered by the WTO GPA, Free Trade 
Agreements, or the Israeli Trade Act, the USTR has waived the Buy American Act 
and other discriminatory provisions for eligible products. Offers of eligible products 
receive equal consideration with domestic offers. 

(2)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determine the origin of services by the country in 
which the firm providing the services is established. See Subpart 25.5 for evaluation 
procedures for supply contracts covered by trade agreements. 

(b) The value of the acquisition is a determining factor in the applicability of trade 
agreements. Most of these dollar thresholds are subject to revision by the U.S. 
Trade Representative approximately every 2 years. The various thresholds are 
summariz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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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FTA-DR(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and Nicaragua)

70,079 70,079  7,804,000

   Chile FTA 70,079 70,079 7,804,000

   Morocco FTA 203,000 203,000 7,804,000

   NAFTA

      -Canada 25,000 70,079 9,110,318

      -Mexico 70,079 70,079 9,110,318

   Oman FTA 203,000 203,000 9,110,318

   Peru FTA 203,000 203,000 7,804,000

   Singapore FTA 70,079 70,079 7,804,000

Israeli Trade Act 50,000 - -

25.403  World Trade Organization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and Free 
Trade Agreements. 
(a) Eligible products from WTO GPA and FTA countries are entitled to the 
nondiscriminatory treatment specified in 25.402(a)(1). The WTO GPA and FTAs 
specify procurement procedures designed to ensure fairness (see 25.408). 

(b) Thresholds. 

(1) To determine whether the acquisition of products by lease, rental, or 
lease-purchase contract (including lease-to-ownership, or lease-with-option-to 
purchase) is covered by the WTO GPA or an FTA, calculate the estimated 
acquisition value as follows: 

(i) If a fixed-term contract of 12 months or less is contemplated, use the total 
estimated value of the acquisition. 

(ii) If a fixed-term contract of more than 12 months is contemplated, use the total 
estimated value of the acquisition plus the estimated residual value of the leased 
equipment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emplated term of the contract. 

(iii) If an indefinite-term contract is contemplated, use the estimated monthly 
payment multiplied by the total number of months that ordering would be possible 
under the proposed contract, i.e., the initial ordering period plus any optional 
ordering periods. 

(iv) If there is any doubt as to the contemplated term of the contract, use the 
estimated monthly payment multiplied by 48. 

(2) The estimated value includes the value of all options. 

(3) If, in any 12-month period, recurring or multiple awards for the same type of 
product or products are anticipated, use the total estimated value of these projected 
awards to determine whether the WTO GPA or an FTA applies. Do not divide any 
acquisition with the intent of reducing the estimated value of the acquisition below 
the dollar threshold of the WTO GPA or an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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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urchase restriction. 

(1) Under the Trade Agreements Act (19 U.S.C. 2512), in acquisitions covered by 
the WTO GPA, acquire only U.S.-made or designated country end products or U.S. 
or designated country services, unless offers for such end products or services are 
either not received or are insufficient to fulfill the requirements. This purchase 
restriction does not apply below the WTO GPA threshold for supplies and services, 
even if the acquisition is covered by an FTA. 

(2) This restriction does not apply to purchases of supplies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from a country with which it has entered into a reciprocal agreement, as 
provided in departmental regulations. 

25.404  Least developed countries. 
For acquisitions covered by the WTO GPA, least developed country end products, 
construction material, and services must be treated as eligible products. 

25.405  Caribbean Basin Trade Initiative. 
Under the Caribbean Basin Trade Initiative,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has determined that, for acquisitions covered by the WTO GPA, Caribbean Basin 
country end products, construction material, and services must be treated as eligible 
products. In accordance with Section 201 (a)(3) of 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Implementation Act (Pub. L. 109-53), when the 
CAFTA-DR agreement enters into force with respect to a country, that country is no 
longer designated as a beneficiary country for purposes of th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and is therefore no longer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Caribbean Basin country” for purposes of the Caribbean Basin Trade Initiative. 

25.406  Israeli Trade Act. 
Acquisitions of supplies by most agencies are covered by the Israeli Trade Act, if 
the estimated value of the acquisition is $50,000 or more but does not exceed the 
WTO GPA threshold for supplies (see 25.402(b)). Agencies other than the 
Department of Defense, the Department of Energy,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the Bureau of Reclamation of 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 the Federal Housing 
Finance Board, and the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must evaluate offers of Israeli 
end products without regard to the restrictions of the Buy American Act. The Israeli 
Trade Act does not prohibit the purchase of other foreign end products. 

25.407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Under the authority of Section 303 of the Trade Agreements Act, the U.S. Trade 
Representative has waived the Buy American Act for civil aircraft and related 
articles, that meet the 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of the Trade Agreements Act, 
from countries that are parties to the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Those 
countries are Austria, Belgium, Bulgaria, Canada, Denmark, Egypt,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Japan, Luxembourg, Macao, the Netherlands, 
Norway, Portugal, Romania, Spain, Sweden, Switzerland, and the United Kingdom. 

25.408  Procedures. 
(a) If the WTO GPA or an FTA applies (see 25.401),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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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5.203, Publicizing and response time; 

(2)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5.207, Preparation and transmittal of synopses; 

(3) Not include technical requirements in solicitations solely to preclude the 
acquisition of eligible products; 

(4) Specify in solicitations that offerors must submit offers in the English language 
and in U.S. dollars (see 52.214-34, Submission of Offers in the English Language, 
and 52.214-35, Submission of Offers in U.S. Currency, or paragraph (c)(5) of 
52.215-1, Instruction to Offerors—Competitive Acquisitions); and 

(5) Provide unsuccessful offerors from WTO GPA or FTA countries notice in 
accordance with 14.409-1 or 15.503. 

(b) See Subpart 25.5 for evaluation procedures and examples.

Subpart 25.5—Evaluating Foreign Offers—Supply Contracts 
25.501  General. 
The contracting officer— 

(a) Must apply the evaluation procedures of this subpart to each line item of an 
offer unless either the offer or the solicitation specifies evaluation on a group basis 
(see 25.503); 

(b) May rely on the offeror’s certification of end product origin when evaluating a 
foreign offer; 

(c) Must identify and reject offers of end products that are prohibited in accordance 
with Subpart 25.7; and 

(d) Must not use the Buy American Act evaluation factors prescribed in this subpart 
to provide a preference for one foreign offer over another foreign offer. 

25.502  Application. 
(a)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agency regulations, perform the following steps in 
the order presented: 

(1) Eliminate all offers or offerors that are unacceptable for reasons other than 
price; e.g., nonresponsive, debarred or suspended, or a prohibited source (see 
Subpart 25.7). 

(2) Rank the remaining offers by price. 

(3) If the solicitation specifies award on the basis of factors in addition to cost or 
price, apply the evaluation factors as specified in this section and use the evaluated 
cost or price in determining the offer that represents the best value to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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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or acquisitions covered by the WTO GPA (see Subpart 25.4)— 

(1) Consider only offers of U.S.-made or designated country end products, unless no 
offers of such end products were received; 

(2) If the agency gives the same consideration given eligible offers to offers of 
U.S.-made end products that are not domestic end products, award on the low offer. 
Otherwise, evaluate in accordance with agency procedures; and 

(3) If there were no offers of U.S.-made or designated country end products, make 
a nonavailability determination (see 25.103(b)(2)) and award on the low offer (see 
25.403(c)). 

(c) For acquisitions not covered by the WTO GPA, but subject to the Buy American 
Act (an FTA or the Israeli Trade Act also may apply), the following applies: 

(1) If the low offer is a domestic offer or an eligible offer under an FTA or the 
Israeli Trade Act, award on that offer. 

(2) If the low offer is a noneligible offer and there were no domestic offers (see 
25.103(b)(3)), award on the low offer. 

(3) If the low offer is a noneligible offer and there is an eligible offer that is lower 
than the lowest domestic offer, award on the low offer. The Buy American Act 
provides an evaluation preference only for domestic offers. 

(4) Otherwise, apply the appropriate evaluation factor provided in 25.105 to the low 
offer. 

(i) If the evaluated price of the low offer remains less than the lowest domestic 
offer, award on the low offer. 

(ii) If the price of the lowest domestic offer is less than the evaluated price of the 
low offer, award on the lowest domestic offer. 

(d) Ties. 

(1) If application of an evaluation factor results in a tie between a domestic offer 
and a foreign offer, award on the domestic offer. 

(2) If no evaluation preference was applied (i.e., offers afforded nondiscriminatory 
treatment under the Buy American Act), resolve tie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offers by a witnessed drawing of lots by an impartial individual. 

(3) Resolve ties between foreign offers from small business concerns (under the Buy 
American Act, a small business offering a manufactured article that does not meet 
the definition of “domestic end product” is a foreign offer) or foreign offers from a 
small business concern and a large business concern in accordance with 14.408-6(a). 

Subpart 25.7—Prohibited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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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0  Scope of subpart. 
This subpart implements— 

(a) Economic sanctions administered by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in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prohibiting transactions involving certain 
countries, entities, and individuals; and 

(b) The Sudan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07 (Pub. L. 110-174). 

25.701  Restrictions on acquisitions of supplies or services from prohibited sources. 
(a) Except as authorized by OFAC, agencies and their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must not acquire any supplies or services if any proclamation, Executive order, or 
statute administered by OFAC, or if OFAC’s implementing regulations at 31 CFR 
Chapter V, would prohibit such a transaction by a person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b) Except as authorized by OFAC, most transactions involving Cuba, Iran, and Sudan 
are prohibited, as are most imports from Burma or North Korea into the United 
States or its outlying areas. In addition, lists of entities and individuals subject to 
economic sanctions are included in OFAC’s List of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at http://www.treas.gov/offices/enforcement/ofac/sdn. More 
information about these restrictions, as well as updates, is available in OFAC’s 
regulations at 31 CFR Chapter V and/or on OFAC’s website at 
http://www.treas.gov/offices/enforcement/ofac. 

(c) Refer questions concerning the restrictions in paragraphs (a) or (b) of this 
section to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Washington, DC 20220 

(Telephone (202) 622-2490). 

25.702  Prohibition on contracting with entities that conduct restricted business 
operations in Sudan. 
25.702-1  Definitions. 
As used in this section—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means— 

(1) Th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and th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of the Senate; and 

(2) Th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and 
th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usiness operations” means engaging in commerce in any form, including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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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ring, developing, maintaining, owning, selling, possessing, leasing, or operating 
equipment, facilities, personnel, products, services, personal property, real property, 
or any other apparatus of business or commerce. 

“Marginalized populations of Sudan” means— 

(1) Adversely affected groups in regions authorized to receive assistance under 
section 8(c) of the Darfur Peace and Accountability Act (Pub. L. 109-344) (50 U.S.C. 
1701 note); and 

(2) Marginalized areas in Northern Sudan described in section 4(9) of such Act. 

“Restricted business operations”— 

(1) Means,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of this definition, business operations 
in Sudan that include power production activities, mineral extraction activities, 
oil-related activities, or the production of military equipment, as those terms are 
defined in the Sudan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07 (Pub. L. 110-174). 

(2) Does not include business operations that the person (as that term is defined in 
Section 2 of the Sudan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07) conducting the 
business can demonstrate— 

(i) Are conducted under contract directly and exclusively with the regional 
government of southern Sudan; 

(ii) Are conducted pursuant to specific authorization from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in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or are expressly exempted under 
Federal law from the requirement to be conducted under such authorization; 

(iii) Consist of providing goods or services to marginalized populations of Sudan; 

(iv) Consist of providing goods or services to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peacekeeping force or humanitarian organization; 

(v) Consist of providing goods or services that are used only to promote health or 
education; or 

(vi) Have been voluntarily suspended. 

25.702-2  Certification. 
As required by the Sudan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07 (Pub. L. 
110-174), each offeror must certify that it does not conduct restricted business 
operations in Sudan. 

25.702-3  Remedies. 
Upon the determination of a false certification under subsection 25.702-2— 

(a) The contracting officer may terminate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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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suspending official may suspend the contractor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in Subpart 9.4; and 

(c) The debarring official may debar the contractor for a period not to exceed 3 
year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in Subpart 9.4. 

25.702-4  Waiver. 
(a) The President may waive the requirement of subsection 25.702-2 on a 
case-by-case basis if the President determines and certifies in writing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that it is in the national interest to do so. 

(b) An agency seeking waiver of the requirement shall submit the request through 
the Administrator of the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Subpart 25.8—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Coordination 
25.801  General. 
Treaties and agreemen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governments affect 
the evaluation of offers from foreign entities and the performance of contracts in 
foreign countries. 

25.802  Procedures. 
(a) When placing contracts with contractors located outside the United States, for 
performance outside the United States, contracting officers must— 

(1) Determine the existence and applicability of any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ensure compliance with these agreements; and 

(2) Conduct the necessary advance acquisition planning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appropriate U.S. executive agencies and foreign interests as required by these 
agreements. 

(b) The Department of State publishes many international agreements in the “United 
States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series. Copies of this publication 
normally are available in overseas legal offices and U.S. diplomatic missions. 

(c) Contracting officers must award all contracts with Taiwanese firms or 
organizations through the American Institute of Taiwan (AIT). AIT is under contract 
to the Department of State.

Subpart 25.9—Customs and Duties 
25.900  Scope of subpart. 
This subpart provides policies and procedures for exempting from import duties 
certain supplies purchased under Government contracts. 

25.901  Policy. 
United States laws impose duties on foreign supplies imported in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Certain exemptions from these duties are available to 
Government agencies. Agencies must use these exemptions when the anticipated 
savings to appropriated funds will outweigh the administrative costs associat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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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required documentation. 

25.902  Procedures. 
For regulations governing importations and duties, see the Customs Regulations 
issued by the U.S. Customs Service, Department of the Treasury (19 CFR Chapter 
1). Except as provided elsewhere in the Customs Regulations (see 19 CFR 10.100), 
all shipments of imported supplies purchased under Government contracts are subject 
to the usual Customs entry and examination requirements. Unless the agency obtains 
an exemption (see 25.903), those shipments are also subject to duty. 

25.903  Exempted supplies. 
(a) Subchapters VIII and X of Chapter 98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19 U.S.C. 1202) list supplies for which exemptions from duty may be 
obtained when imported in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under a 
Government contract. For certain of these supplies, the contracting agency must 
certify to the Commissioner of Customs that they are for the purpose stated in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see 19 CFR 10.102-104, 10.114, and 10.121 and 15 
CFR Part 301 for requirements and formats). 

(b) Supplies (excluding equipment) for Government-operated vessels or aircraft may 
be withdrawn from any customs-bonded warehouse, from continuous customs 
custody elsewhere than in a bonded warehouse, or from a foreign-trade zone, free 
of duty and internal revenue tax as provided in 19 U.S.C. 1309 and 1317. The 
contracting activity must cite this authority on the appropriate customs form when 
making purchases (see 19 CFR 10.59 - 10.65). 

Subpart 25.10—Additional Foreign Acquisition Regulations 
25.1001  Waiver of right to examination of records. 
(a) Policy. The clause at 52.215-2, Audit and Records—Negotiation, prescribed at 
15.209(b), and paragraph (d) of the clause at 52.212-5,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Required to Implement Statutes or Executive Orders—Commercial Items, 
prescribed at 12.301(b)(4), implement 10 U.S.C. 2313 and 41 U.S.C. 254d. The basic 
clauses authorize examination of records by the Comptroller General. 

(1) Insert the appropriate basic clause, whenever possible, in negotiated contracts 
with foreign contractors. 

(2) The contracting officer may use 52.215-2 with its Alternate III or 52.212-5 with 
its Alternate I after— 

(i) Exhausting all reasonable efforts to include the basic clause; 

(ii) Considering factors such as alternate sources of supply, additional cost, and time 
of delivery; and 

(iii) The head of the agency has executed a determination and finding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b) of this section, with the concurrence of the Comptroller General. 
However, concurrence of the Comptroller General is not required if the contractor is 
a foreign government or agency thereof or is precluded by the laws of the country 
involved from making its records available for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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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etermination and findings. The determination and findings must— 

(1) Identify the contract and its purpose, and identify if the contract is with a foreign 
contractor or with a foreign government or an agency of a foreign government; 

(2) Describe the efforts to include the basic clause; 

(3) State the reasons for the contractor’s refusal to include the basic clause; 

(4) Describe the price and availability of the supplies or servic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other sources; and 

(5) Determine that it will best serve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o use the 
appropriate alternate clause in paragraph (a)(2) of this section. 

25.1002  Use of foreign currency. 
(a) Unless an international agreement or the WTO GPA (see 25.408(a)(4)) requires a 
specific currency, contracting officers must determine whether solicitations for 
contracts to be entered into and performed outside the United States will require 
submission of offers in U.S. currency or a specified foreign currency. In unusual 
circumstances, the contracting officer may permit submission of offers in other than 
a specified currency. 

(b) To ensure a fair evaluation of offers, solicitations generally should require all 
offers to be priced in the same currency. However, if the solicitation permits 
submission of offers in other than a specified currency,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convert the offered prices to U.S. currency for evaluation purposes.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use the current market exchange rate from a commonly used source in 
effect as follows: 

(1) For acquisitions conducted using sealed bidding procedures, on the date of bid 
opening. 

(2) For acquisitions conducted using negotiation procedures— 

(i) On the date specified for receipt of offers, if award is based on initial offers; 
otherwise 

(ii) On the date specified for receipt of final proposal revisions. 

(c) If a contract is priced in foreign currency, the agency must ensure that adequate 
funds are available to cover currency fluctuations to avoid a violation of the 
Anti-Deficiency Act (31 U.S.C. 1341, 1342, 1511-1519). 

Subpart 25.11—Solicitation Provisions and Contract Clauses 
25.1101  Acquisition of supplies. 
The following provisions and clauses apply to the acquisition of supplies and the 
acquisition of services involving the furnishing of su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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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Insert the clause at 52.225-1, Buy American Act—Supplies,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ith a value exceeding the micro-purchase threshold but not exceeding 
$25,000; and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with a value exceeding $25,000, if none 
of the clauses prescribed in paragraphs (b) and (c) of this section apply, except if— 

(i) The solicitation is restricted to domestic end products in accordance with Subpart 
6.3; 

(ii) The acquisition is for supplies for use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an exception 
to the Buy American Act applies (e.g., nonavailability, public interest, or information 
technology that is a commercial item); or 

(iii) The acquisition is for supplies for use outside the United States. 

(2) Insert the provision at 52.225-2, Buy American Act Certificate, in solicitations 
containing the clause at 52.225-1. 

(b) (1) 
(i) Insert the clause at 52.225-3, Buy American Act—Free Trade Agreements—Israeli 
Trade Act,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if— 

(A) The acquisition is for supplies, or for services involving the furnishing of 
supplies, for use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the acquisition value is $25,000 or 
more, but is less than $194,000; 

(B) The acquisition is not for information technology that is a commercial item, using 
fiscal year 2004 or subsequent fiscal year funds; and 

(C) No exception in 25.401 applies. For acquisitions of agencies not subject to the 
Israeli Trade Act (see 25.406), see agency regulations. 

(ii) If the acquisition value is $25,000 or more but is less than $50,000,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 

(iii) If the acquisition value is $50,000 or more but is less than $67,826,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I. 

(2)(i) Insert the provision at 52.225-4, Buy American Act—Free Trade Agreements—
Israeli Trade Act Certificate, in solicitations containing the clause at 52.225-3. 

(ii) If the acquisition value is $25,000 or more but is less than $50,000, use the 
provision with its Alternate I. 

(iii) If the acquisition value is $50,000 or more but is less than $67,826, use the 
provision with its Alternate II. 

(c)(1) Insert the clause at 52.225-5, Trade Agreements,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valued at $194,000 or more, if the acquisition is covered by the WTO GPA (see 
Subpart 25.4) and the agency has determined that the restrictions of the Buy 
American Act are not applicable to U.S.-made end products. If the agency ha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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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such a determination, the contracting officer must follow agency procedures. 

(2) Insert the provision at 52.225-6, Trade Agreements Certificate, in solicitations 
containing the clause at 52.225-5. 

(d) Insert the provision at 52.225-7, Waiver of Buy American Act for Civil Aircraft 
and Related Articles, in solicitations for civil aircraft and related articles (see 
25.407), if the acquisition value is less than $194,000. 

(e) Insert the clause at 52.225-8, Duty-Free Entry,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for 
supplies that may be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and for which duty-free entry 
may be obtained in accordance with 25.903(a), if the value of the acquisition— 

(1) Exceeds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or 

(2) Does not exceed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but the savings from 
waiving the duty is anticipated to be more than the administrative cost of waiving 
the duty. When used for acquisitions that do not exceed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the contracting officer may modify paragraphs (c)(1) and (j)(2) of the 
clause to reduce the dollar figure. 

(f) Insert the provision at 52.225-18, Place of Manufacture, in solicitations that are 
predominantly for the acquisition of manufactured end products, as defined in the 
provision at 52.225-18 (i.e., the estimated value of the manufactured end products 
exceeds the estimated value of other items to be acquired as a result of the 
soli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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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3 Protests, Disputes, Appeals

33.000  Scope of part. 
This part prescribes policies and procedures for filing protests and for processing 
contract disputes and appeals. 

Subpart 33.1—Protests 
33.101  Definitions. 
As used in this subpart— 
“Day” means a calendar day,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computation of any 
period— 

(1) The day of the act, event, or default from which the designated period of time 
begins to run is not included; and 

(2) The last day after the act, event, or default is included unless— 

(i) The last day is a Saturday, Sunday, or Federal holiday; or 

(ii) In the case of a filing of a paper at any appropriate administrative forum, the 
last day is a day on which weather or other conditions cause the closing of the 
forum for all or part of the day, in which event the next day on which the 
appropriate administrative forum is open is included. 

“Filed” means the complete receipt of any document by an agency before its close 
of business. Documents received after close of business are considered filed as of 
the next day. Unless otherwise stated, the agency close of business is presumed to 
be 4:30 p.m., local time. 

“Interested party for the purpose of filing a protest” means an actual or prospective 
offeror whose direct economic interest would be affected by the award of a contract 
or by the failure to award a contract. 

“Protest” means a written objection by an interested party to any of the following: 

(1) A solicitation or other request by an agency for offers for a contract for the 
procurement of property or services. 

(2) The cancellation of the solicitation or other request. 

(3) An award or proposed award of the contract. 

(4) A termination or cancellation of an award of the contract, if the written objection 
contains an allegation that the termination or cancellation is based in whole or in 
part on improprieties concerning the award of the contract. 

33.102  General. 
(a) Contracting officers shall consider all protests and seek legal advice, wh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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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sts are submitted before or after award and whether filed directly with the 
agency or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See 19.302 for protests of 
small business status, 19.305 for protests of disadvantaged business status, and 
19.307 for protests of service-disabled veteran-owned small business status.) 

(b) If, in connection with a protest, the head of an agency determines that a 
solicitation, proposed award, or award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law 
or regulation, the head of the agency may— 

(1) Take any action that could have been recommended by the Comptroller General 
had the protest been filed with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 Pay appropriate costs as stated in 33.104(h); and 

(3) Require the awardee to reimburse the Government’s costs, as provided in this 
paragraph, where a postaward protest is sustained as the result of an awardee’s 
intentional or negligent misstatement, misrepresentation, or miscertification. In 
addition to any other remedy available, and pursuant to the requirements of Subpart 
32.6, the Government may collect this debt by offsetting the amount against any 
payment due the awardee under any contract between the awardee and the 
Government. 

(i) When a protest is sustained by GAO under circumstances that may allow the 
Government to seek reimbursement for protest costs, the contracting officer will 
determine whether the protest was sustained based on the awardee’s negligent or 
intentional misrepresentation. If the protest was sustained on several issues, protest 
costs shall be apportioned according to the costs attributable to the awardee’s 
actions. 

(ii)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review the amount of the debt, degree of the 
awardee’s fault, and costs of collection, to determine whether a demand for 
reimbursement ought to be made. If it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Government to 
seek reimbursement,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notify the contractor in writing of 
the nature and amount of the debt, and the intention to collect by offset if 
necessary. Prior to issuing a final decis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afford the 
contractor an opportunity to inspect and copy agency records pertaining to the debt 
to the extent permitted by statute and regulation, and to request review of the 
matter by the head of the contracting activity. 

(iii) When appropriat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also refer the matter to the 
agency debarment official for consideration under Subpart 9.4. 

(c) In accordance with 31 U.S.C. 1558, with respect to any protest filed with the 
GAO, if the funds available to the agency for a contract at the time a protest is filed 
in connection with a solicitation for, proposed award of, or award of such a contract 
would otherwise expire, such funds shall remain available for obligation for 10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final ruling is made on the protest. A ruling is 
considered final on the date on which the time allowed for filing an appeal or 
request for reconsideration has expired, or the date on which a decision is rendered 
on such appeal or request, whichever is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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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rotest likely after award. The contracting officer may stay performance of a 
contract within the time period contained in paragraph 33.104(c)(1) if the contracting 
officer makes a written determination that— 

(1) A protest is likely to be filed; and 

(2) Delay of performance is, under the circumstance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e) An interested party wishing to protest is encouraged to seek resolution within 
the agency (see 33.103) before filing a protest with the GAO, but may protest to the 
GAO in accordance with GAO regulations (4 CFR Part 21). 

(f) No person may file a protest at GAO for a procurement integrity violation unless 
that person reported to the contracting officer the information constituting evidence 
of the violation within 14 days after the person first discovered the possible 
violation (41 U.S.C. 423(g)). 

33.103  Protests to the agency. 
(a) Reference. Executive Order 12979, Agency Procurement Protests, establishes 
policy on agency procurement protests. 

(b) Prior to submission of an agency protest, all parties shall use their best efforts 
to resolve concerns raised by an interested party at the contracting officer level 
through open and frank discussions. 

(c) The agency should provide for inexpensive, informal, procedurally simple, and 
expeditious resolution of protests. Where appropriate, the us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echniques, third party neutrals, and another agency’s personnel are 
acceptable protest resolution methods. 

(d) The following procedures are established to resolve agency protests effectively, 
to build confidence in the Government’s acquisition system, and to reduce protests 
outside of the agency: 

(1) Protests shall be concise and logically presented to facilitate review by the 
agency. Failure to substantially comply with any of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d)(2) of this section may be grounds for dismissal of the protest. 

(2) Protest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 Name, address, and fax and telephone numbers of the protester. 

(ii) Solicitation or contract number. 

(iii) Detailed statement of the legal and factual grounds for the protest, to include a 
description of resulting prejudice to the protester. 

(iv) Copies of relevant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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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Request for a ruling by the agency. 

(vi) Statement as to the form of relief requested. 

(vii) All information establishing that the protester is an interested party for the 
purpose of filing a protest. 

(viii) All information establishing the timeliness of the protest. 

(3) All protests filed directly with the agency will be addressed to the contracting 
officer or other official designated to receive protests. 

(4) In accordance with agency procedures, interested parties may request an 
independent review of their protest at a level above the contracting officer; 
solicitations should advise potential bidders and offerors that this review is available. 
Agency procedures and/or solicitations shall notify potential bidders and offerors 
whether this independent review is available as an alternative to consideration by 
the contracting officer of a protest or is available as an appeal of a contracting 
officer decision on a protest. Agencies shall designate the official(s) who are to 
conduct this independent review, but the official(s) need not be within the 
contracting officer’s supervisory chain. When practicable, officials designated to 
conduct the independent review should not have had previous personal involvement 
in the procurement. If there is an agency appellate review of the contracting 
officer’s decision on the protest, it will not extend GAO’s timeliness requirements. 
Therefore, any subsequent protest to the GAO must be filed within 10 days of 
knowledge of initial adverse agency action (4 CFR 21.2(a)(3)). 

(e) Protests based on alleged apparent improprieties in a solicitation shall be filed 
before bid opening or the closing date for receipt of proposals. In all other cases, 
protests shall be filed no later than 10 days after the basis of protest is known or 
should have been known, whichever is earlier. The agency, for good cause shown, 
or where it determines that a protest raises issues significant to the agency’s 
acquisition system, may consider the merits of any protest which is not timely filed. 

(f) Action upon receipt of protest. 

(1) Upon receipt of a protest before award, a contract may not be awarded, pending 
agency resolution of the protest, unless contract award is justified, in writing, for 
urgent and compelling reasons or is determined, in writing,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Government. Such justification or determination shall be approved at a level 
above the contracting officer, or by another official pursuant to agency procedures. 

(2) If award is withheld pending agency resolution of the protest, the contracting 
officer will inform the offerors whose offers might become eligible for award of the 
contract. If appropriate, the offerors should be requested, before expiration of the 
time for acceptance of their offers, to extend the time for acceptance to avoid the 
need for resolicitation. In the event of failure to obtain such extension of offer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proceeding with award pursuant to paragraph (f)(1) 
of thi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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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pon receipt of a protest within 10 days after contract award or within 5 days 
after a debriefing date offered to the protester under a timely debriefing request in 
accordance with 15.505 or 15.506, whichever is later,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mmediately suspend performance, pending resolution of the protest within the 
agency, including any review by an independent higher level official, unless continued 
performance is justified, in writing, for urgent and compelling reasons or is 
determined, in writing,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Government. Such 
justification or determination shall be approved at a level above the contracting 
officer, or by another official pursuant to agency procedures. 

(4) Pursuing an agency protest does not extend the time for obtaining a stay at 
GAO. Agencies may include, as part of the agency protest process, a voluntary 
suspension period when agency protests are denied and the protester subsequently 
files at GAO. 

(g) Agencies shall make their best efforts to resolve agency protests within 35 days 
after the protest is filed.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and regulation, the parties 
may exchange relevant information. 

(h) Agency protest decisions shall be well-reasoned, and explain the agency position. 
The protest decision shall be provided to the protester using a method that provides 
evidence of receipt. 

33.104  Protests to GAO. 
Procedures for protests to GAO are found at 4 CFR Part 21 (GAO Bid Protest 
Regulations). In the event guidance concerning GAO procedure in this section 
conflicts with 4 CFR Part 21, 4 CFR Part 21 governs. 

(a) General procedure. 

(1) A protester is required to furnish a copy of its complete protest to the official 
and location designated in the solicitation or, in the absence of such a designation, 
to the contracting officer, so it is received no later than 1 day after the protest is 
filed with the GAO. The GAO may dismiss the protest if the protester fails to furnish 
a complete copy of the protest within 1 day. 

(2) Immediately after receipt of the GAO’s written notice that a protest has been 
filed, the agency shall give notice of the protest to the contractor if the award has 
been made, or, if no award has been made, to all parties who appear to have a 
reasonable prospect of receiving award if the protest is denied. The agency shall 
furnish copies of the protest submissions to such parties with instructions to (i)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 GAO, and (ii) provide copies of any such 
communication to the agency and to other participating parties when they become 
known. However, if the protester has identified sensitive information and requests a 
protective order, the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obtain a redacted version from the 
protester to furnish to other interested parties, if one has not already been provided. 

(3)(i) Upon notice that a protest has been filed with the GAO,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mmediately begin compiling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a report to the G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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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ency shall submit a complete report to the GAO within 30 days after the GAO 
notifies the agency by telephone that a protest has been filed, or within 20 days 
after receipt from the GAO of a determination to use the express option, unless the 
GAO— 

(A) Advises the agency that the protest has been dismissed; or 

(B) Authorizes a longer period in response to an agency’s request for an extension. 
Any new date is documented in the agency’s file. 

(ii) When a protest is filed with the GAO, and an actual or prospective offeror so 
requests, the procuring agency shall, in accordance with any applicable protective 
orders, provide actual or prospective offerors reasonable access to the protest file. 
However, if the GAO dismisses the protest before the documents are submitted to 
the GAO, then no protest file need be made available. Information exempt from 
disclosure under 5 U.S.C. 552 may be redacted from the protest file. The protest 
file shall be made available to non-intervening actual or prospective offerors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submittal of an agency report to the GAO. The protest file 
shall include an index and as appropriate— 

(A) The protest; 

(B) The offer submitted by the protester; 

(C) The offer being considered for award or being protested; 

(D) All relevant evaluation documents; 

(E) The solicitation, including the specifications or portions relevant to the protest; 

(F) The abstract of offers or relevant portions; and 

(G) Any other documents that the agency determines are relevant to the protest, 
including documents specifically requested by the protester. 

(iii) At least 5 days prior to the filing of the report, in cases in which the protester 
has filed a request for specific documents, the agency shall provide to all parties 
and the GAO a list of those documents, or portions of documents, that the agency 
has released to the protester or intends to produce in its report, and those 
documents that the agency intends to withhold from the protester and the reasons 
for the proposed withholding. Any objection to the scope of the agency’s proposed 
disclosure or nondisclosure of the documents must be filed with the GAO and the 
other parties within 2 days after receipt of this list. 

(iv) The agency report to the GAO shall include— 

(A) A copy of the documents described in 33.104(a)(3)(ii); 

(B) The contracting officer’s signed statement of relevant facts, including a best 
estimate of the contract value, and a memorandum of law. The contracting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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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shall set forth findings, actions, and recommendations, and any additional 
evidence or information not provided in the protest file that may be necessary to 
determine the merits of the protest; and 

(C) A list of parties being provided the documents. 

(4)(i) At the same time the agency submits its report to the GAO, the agency shall 
furnish copies of its report to the protester and any intervenors. A party shall 
receive all relevant documents, except— 

(A) Those that the agency has decided to withhold from that party for any reason, 
including those covered by a protective order issued by the GAO. Documents 
covered by a protective order shall be released only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order. Examples of documents the agency may decide to exclude from a copy 
of the report include documents previously furnished to or prepared by a party; 
classified information; and information that would give the party a competitive 
advantage; and 

(B) Protester’s documents which the agency determines, pursuant to law or 
regulation, to withhold from any interested party. 

(ii)(A) If the protester requests additional documents within 2 days after the 
protester knew the existence or relevance of additional documents, or should have 
known, the agency shall provide the requested documents to the GAO within 2 days 
of receipt of the request. 

(B) The additional documents shall also be provided to the protester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within this 2-day period unless the agency has decided to withhold 
them for any reason (see subdivision (a)(4)(i) of this section). This includes any 
documents covered by a protective order issued by the GAO. Documents covered by 
a protective order shall be provided only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order. 

(C) The agency shall notify the GAO of any documents withheld from the protester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and shall state the reasons for withholding them. 

(5) The GAO may issue protective orders which establish terms, conditions, and 
restrictions for the provision of any document to an interested party. Protective 
orders prohibit or restrict the disclosure by the party of procurement sensitive 
information, trade secrets or other proprietary or confidential research, development 
or commercial information that is contained in such document. Protective orders do 
not authorize withholding any documents or information from the United States 
Congress or an executive agency. 

(i) Requests for protective orders. Any party seeking issuance of a protective order 
shall file its request with the GAO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protest is filed, 
with copies furnished simultaneously to all parties. 

(ii) Exclusions and rebuttals. Within 2 days after receipt of a copy of the protective 
order request, any party may file with the GAO a request that particular documents 
be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the protective order, or that particular partie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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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s be included in or excluded from the protective order. Copies of the 
request shall be furnished simultaneously to all parties. 

(iii) Additional documents. If the existence or relevance of additional documents first 
becomes evident after a protective order has been issued, any party may request 
that these additional documents be covered by the protective order. Any party to the 
protective order also may request that individuals not already covered by the 
protective order be included in the order. Requests shall be filed with the GAO, with 
copies furnished simultaneously to all parties. 

(iv) Sanctions and remedies. The GAO may impose appropriate sanctions for any 
violation of the terms of the protective order. Improper disclosure of protected 
information will entitle the aggrieved party to all appropriate remedies under law or 
equity. The GAO may also take appropriate action against an agency which fails to 
provide documents designated in a protective order. 

(6) The protester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are required to furnish a copy of any 
comments on the agency report directly to the GAO within 10 days, or 5 days if 
express option is used, after receipt of the report, with copies provided to the 
contracting officer and to other participating interested parties. If a hearing is held, 
these comments are due within 5 days after the hearing. 

(7) Agencies shall furnish the GAO with the name, title, and telephone number of 
one or more officials (in both field and headquarters offices, if desired) whom the 
GAO may contact who are knowledgeable about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test. 
Each agency shall be responsible for promptly advising the GAO of any change in 
the designated officials. 

(b) Protests before award. 

(1) When the agency has received notice from the GAO of a protest filed directly 
with the GAO, a contract may not be awarded unless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agency procedures, by the head of the contracting activity, on a nondelegable basis, 
upon a written finding that— 

(i) Urgent and compelling circumstances which significantly affect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will not permit awaiting the decision of the GAO; and 

(ii) Award is likely to occur within 30 days of the written finding. 

(2) A contract award shall not be authorized until the agency has notified the GAO 
of the finding in paragraph (b)(1) of this section. 

(3) When a protest against the making of an award is received and award will be 
withheld pending disposition of the protest,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inform the 
offerors whose offers might become eligible for award of the protest. If appropriate, 
those offerors should be requested, before expiration of the time for acceptance of 
their offer, to extend the time for acceptance to avoid the need for resolicitation. In 
the event of failure to obtain such extensions of offer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proceeding under paragraph (b)(1) of thi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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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rotests after award. 

(1) When the agency receives notice of a protest from the GAO within 10 days after 
contract award or within 5 days after a debriefing date offered to the protester for 
any debriefing that is required by 15.505 or 15.506, whichever is later,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mmediately suspend performance or terminate the awarded 
contract,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c)(2) and (3) of this section. 

(2) In accordance with agency procedures, the head of the contracting activity may, 
on a nondelegable basis, authorize contract performance, notwithstanding the protest, 
upon a written finding that— 

(i) Contract performance will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r 

(ii) Urgent and compelling circumstances that significantly affect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will not permit waiting for the GAO’s decision. 

(3) Contract performance shall not be authorized until the agency has notified the 
GAO of the finding in paragraph (c)(2) of this section. 

(4) When it is decided to suspend performance or terminate the awarded contract,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attempt to negotiate a mutual agreement on a no-cost 
basis. 

(5) When the agency receives notice of a protest filed with the GAO after the dates 
contained in paragraph (c)(1), the contracting officer need not suspend contract 
performance or terminate the awarded contract unless the contracting officer 
believes that an award may be invalidated and a delay in receiving the supplies or 
services is not prejudicial to the Government’s interest. 

(d) Findings and notice. If the decision is to proceed with contract award, or 
continue contract performance under paragraphs (b) or (c) of this section,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clude the written findings or other required documentation 
in the file. The contracting officer also shall give written notice of the decision to 
the protester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e) Hearings. The GAO may hold a hearing at the request of the agency, a protester, 
or other interested party who has responded to the notice in paragraph (a)(2) of this 
section. A recording or transcription of the hearing will normally be made, and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GAO. All parties may file comments on the hearing 
and the agency report within 5 days of the hearing. 

(f) GAO decision time. GAO issues its recommendation on a protest within 100 day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protest with the GAO, or within 65 days under the 
express option. The GAO attempts to issue its recommendation on an amended 
protest that adds a new ground of protest within the time limit of the initial protest. 
If an amended protest cannot be resolved within the initial time limit, the GAO may 
resolve the amended protest through an express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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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Notice to GAO. If the agency has not fully implemented the GAO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a solicitation for a contract or an award or a 
proposed award of a contract within 60 days of receiving the GAO recommendations, 
the head of the contracting activity responsible for that contract shall report the 
failure to the GAO not later than 5 day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60-day period. 
The report shall explain the reasons why the GAO’s recommendation, exclusive of 
costs, has not been followed by the agency. 

(h) Award of costs. 

(1) If the GAO determines that a solicitation for a contract, a proposed award, or an 
award of a contract does not comply with a statute or regulation, the GAO may 
recommend that the agency pay to an appropriate protester the cost, exclusive of 
profit, of filing and pursuing the protest,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 consultant, 
and expert witness fees, and bid and proposal preparation costs. The agency shall 
use funds available for the procurement to pay the costs awarded. 

(2) The protester shall file its claim for costs with the contracting agency within 60 
days after receipt of the GAO’s recommendation that the agency pay the protester 
its costs. Failure to file the claim within that time may result in forfeiture of the 
protester’s right to recover its costs. 

(3) The agency shall attempt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amount of costs to be 
paid. If the agency and the protester are unable to agree on the amount to be paid, 
the GAO may, upon request of the protester, recommend to the agency the amount 
of costs that the agency should pay. 

(4) Within 60 days after the GAO recommends the amount of costs the agency 
should pay the protester, the agency shall notify the GAO of the action taken by the 
agency in response to the recommendation. 

(5) No agency shall pay a party, other than a small business concern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3(a) of the Small Business Act (see 2.101, “Small business 
concern”), costs under paragraph (h)(2) of this section— 

(i) For consultant and expert witness fees that exceed the highest rate of 
compensation for expert witnesses paid by the Government pursuant to 5 U.S.C. 
3109 and 5 CFR 304.105; or 

(ii) For attorneys’ fees that exceed $150 per hour, unless the agency determines, 
based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omptroller General on a case-by-case basis, 
that an increase in the cost of living or a special factor, such as the limited 
availability of qualified attorneys for the proceedings involved, justifies a higher fee. 
The cap placed on attorneys’ fees for businesses, other than small businesses, 
constitutes a benchmark as to a “reasonable” level for attorneys’ fees for small 
businesses. 

(6) Before paying a recommended award of costs, agency personnel should consult 
legal counsel. Section 33.104(h) applies to all recommended awards of costs that 
have not yet been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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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ny costs the contractor receives under this section shall not be the subject of 
subsequent proposals, billings, or claims against the Government, and those 
exclusions should be reflected in the cost agreement. 

(8) If the Government pays costs, as provided in paragraph (h)(1) of this section, 
where a postaward protest is sustained as the result of an awardee’s intentional or 
negligent misstatement, misrepresentation, or miscertification, the Government may 
require the awardee to reimburse the Government the amount of such costs. In 
addition to any other remedy available, and pursuant to the requirements of Subpart 
32.6, the Government may collect this debt by offsetting the amount against any 
payment due the awardee under any contract between the awardee and the 
Government. 

33.105  [Reserved] 
33.106  Solicitation provision and contract clause. 
(a)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provision at 52.233-2, Service of Protest, 
in solicitations for contracts expected to exceed the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b)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nsert the clause at 52.233-3, Protest After Award, 
in all solicitations and contracts. If a cost reimbursement contract is contemplated,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

Subpart 33.2—Disputes and Appeals 
33.201  Definitions. 
As used in this subpart— 

“Accrual of a claim” means the date when all events, that fix the alleged liability of 
either the Government or the contractor and permit assertion of the claim, were 
known or should have been known. For liability to be fixed, some injury must have 
occurred. However, monetary damages need not have been incurr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means any type of procedure or combination 
of procedures voluntarily used to resolve issues in controversy. These procedure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conciliation, facilitation, mediation, fact-finding, 
minitrials, arbitration, and use of ombudsmen. 

“Defective certification” means a certificate which alters or otherwise deviates from 
the language in 33.207(c) or which is not executed by a person duly authorized to 
bind the contractor with respect to the claim. Failure to certify shall not be deemed 
to be a defective certification. 

“Issue in controversy” means a material dis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ontractor that— 

(1) May result in a claim; or 

(2) Is all or part of an existing claim. 

“Misrepresentation of fact” means a false statement of substantive fact, or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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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 which leads to the belief of a substantive fact material to proper 
understanding of the matter in hand, made with intent to deceive or mislead. 

33.202  Contract Disputes Act of 1978. 
The Contract Disputes Act of 1978, as amended (41 U.S.C. 601-613) (the Act), 
establishes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asserting and resolving claims subject to 
the Act. In addition, the Act provides for— 

(a) The payment of interest on contractor claims; 

(b) Certification of contractor claims; and 

(c) A civil penalty for contractor claims that are fraudulent or based on a 
misrepresentation of fact. 

33.203  Applicability. 
(a) Except as specified in paragraph (b) of this section, this part applies to any 
express or implied contract covered by th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b) This subpart does not apply to any contract with— 

(1) A foreign government or agency of that government, or 

(2)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a subsidiary body of that organization, if the 
agency head determine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Act to the contract would not be 
in the public interest. 

(c) This part applies to all disputes with respect to contracting officer decisions on 
matters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a contract. Agency Boards of Contract 
Appeals (BCA’s) authorized under the Act continue to have all of the authority they 
possessed before the Act with respect to disputes arising under a contract, as well 
as authority to decide disputes relating to a contract. The clause at 52.233-1, 
Disputes, recognizes the “all disputes” authority established by the Act and states 
certain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Act for the guidance of contractors and 
contracting agencies. The clause is not intended to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as provided by the Act or to constrain the authority of the statutory 
agency BCA’s in the handling and deciding of contractor appeals under the Act. 

33.204  Policy. 
The Government’s policy is to try to resolve all contractual issues in controversy by 
mutual agreement at the contracting officer’s level. Reasonable efforts should be 
made to resolve controversies prior to the submission of a claim. Agencies are 
encouraged to use ADR procedures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Certain 
factors, however, may make the use of ADR inappropriate (see 5 U.S.C. 572(b)). 
Except for arbitration conducted pursuant to 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ADRA), (5 U.S.C. 571, et seq.) agencies have authority which is separate from 
that provided by the ADRA to use ADR procedures to resolve issues in controversy. 
Agencies may also elect to proceed under the authority and requirements of the 
A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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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5  Relationship of the Act to Pub. L. 85-804. 
(a) Requests for relief under Public Law 85-804 (50 U.S.C. 1431-1435) are not 
claims within the Contract Disputes Act of 1978 or the Disputes clause at 52.233-1, 
Disputes, and shall be processed under Subpart 50.1, Extraordinary Contractual 
Actions. However, relief formerly available only under Public Law 85-804; i.e., legal 
entitlement to rescission or reformation for mutual mistake, is now available within 
the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officer under the Contract Disputes Act of 1978 and 
the Disputes clause. In case of a question whether the contracting officer has 
authority to settle or decide specific types of claims,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seek legal advice. 

(b) A contractor’s allegation that it is entitled to rescission or reformation of its 
contract in order to correct or mitigate the effect of a mistake shall be treated as a 
claim under the Act. A contract may be reformed or rescinded by the contracting 
officer if the contractor would be entitled to such remedy or relief under the law of 
Federal contracts. Due to the complex legal issues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allegations of legal entitlement, contracting officers shall make written decisions, 
prepared with the advice and assistance of legal counsel, either granting or denying 
relief in whole or in part. 

(c) A claim that is either denied or not approved in its entirety under paragraph (b) 
of this section may be cognizable as a request for relief under Public Law 85-804 
as implemented by Subpart 50.1. However, the claim must first be submitted to the 
contracting officer for consideration under the Contract Disputes Act of 1978 
because the claim is not cognizable under Public Law 85-804, as implemented by 
Subpart 50.1, unless other legal authority in the agency concerned is determined to 
be lacking or inadequate. 

33.206  Initiation of a claim. 
(a) Contractor claims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to the contracting officer for a 
decision within 6 years after accrual of a claim, unless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d to a shorter time period. This 6-year time period does not apply to contracts 
awarded prior to October 1, 1995.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document the 
contract file with evidence of the date of receipt of any submission from the 
contractor deemed to be a claim by the contracting officer. 

(b)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ssue a written decision on any Government claim 
initiated against a contractor within 6 years after accrual of the claim, unless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d to a shorter time period. The 6-year period shall not 
apply to contracts awarded prior to October 1, 1995, or to a Government claim 
based on a contractor claim involving fraud. 

33.207  Contractor certification. 
(a) Contractors shall provide the certification specified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when submitting any claim exceeding $100,000. 

(b) The certification requirement does not apply to issues in controversy that have 
not been submitted as all or part of a claim. 

(c) The certification shall stat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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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ertify that the claim is made in good faith; that the supporting data are accurate 
and complet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at the amount requested 
accurately reflects the contract adjustment for which the contractor believes the 
Government is liable; and that I am duly authorized to certify the claim on behalf of 
the contractor. 

(d) The aggregate amount of both increased and decreased costs shall be used in 
determining when the dollar thresholds requiring certification are met (see example 
in 15.403-4(a)(1)(iii) regarding cost or pricing data). 

(e) The certification may be executed by any person duly authorized to bind the 
contractor with respect to the claim. 

(f) A defective certification shall not deprive a court or an agency BCA of 
jurisdiction over that claim. Prior to the entry of a final judgment by a court or a 
decision by an agency BCA, however, the court or agency BCA shall require a 
defective certification to be corrected. 

33.208  Interest on claims. 
(a) The Government shall pay interest on a contractor’s claim on the amount found 
due and unpaid from the date that— 

(1) The contracting officer receives the claim (certified if required by 33.207(a)); or 

(2) Payment otherwise would be due, if that date is later, until the date of payment. 

(b) Simple interest on claims shall be paid at the rate, fixed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as provided in the Act, which is applicable to the period during which the 
contracting officer receives the claim and then at the rate applicable for each 
6-month period as fixed by the Treasury Secretary during the pendency of the 
claim. (See the clause at 52.232-17 for the right of the Government to collect 
interest on its claims against a contractor.) 

(c) With regard to claims having defective certifications, interest shall be paid from 
either the date that the contracting officer initially receives the claim or October 29, 
1992, whichever is later. However, if a contractor has provided a proper certificate 
prior to October 29, 1992, after submission of a defective certificate, interest shall 
be paid from the date of receipt by the Government of a proper certificate. 

33.209  Suspected fraudulent claims. 
If the contractor is unable to support any part of the claim and there is evidence 
that the inability is attributable to misrepresentation of fact or to fraud on the part 
of the contractor,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refer the matter to the agency official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fraud. 

33.210  Contracting officer’s authority. 
Except as provided in this section, contracting officers are authorized, within any 
specific limitations of their warrants, to decide or resolve all claims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a contract subject to the Act. In accordance with agency polic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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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4, contracting officers are authorized to use ADR procedures to resolve claims. 
The authority to decide or resolve claims does not extend to— 

(a) A claim or dispute for penalties or forfeitures prescribed by statute or regulation 
that another Federal agency is specifically authorized to administer, settle, or 
determine; or 

(b) The settlement, compromise, payment, or adjustment of any claim involving fraud. 

33.211  Contracting officer’s decision. 
(a) When a claim by or against a contractor cannot be satisfied or settled by mutual 
agreement and a decision on the claim is necessary,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1) Review the facts pertinent to the claim; 

(2) Secure assistance from legal and other advisors; 

(3) Coordinate with the contract administration officer or contracting office, as 
appropriate; and 

(4) Prepare a written decision that shall include— 

(i) A description of the claim or dispute; 

(ii) A reference to the pertinent contract terms; 

(iii) A statement of the factual areas of agreement and disagreement; 

(iv) A statement of the contracting officer’s decision, with supporting rationale; 

(v) Paragraphs substantially as follows: 

“This is the final decision of the Contracting Officer. You may appeal this decision to 
the agency board of contract appeals. If you decide to appeal, you must,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you receive this decision, mail or otherwise furnish written 
notice to the agency board of contract appeals and provide a copy to the 
Contracting Officer from whose decision this appeal is taken. The notice shall 
indicate that an appeal is intended, reference this decision, and identify the contract 
by number. 

With regard to appeals to the agency board of contract appeals, you may, solely at 
your election, proceed under the board’s— 

(1) Small claim procedure for claims of $50,000 or less or, in the case of a small 
business concern (as defined in the Small Business Act and regulations under that 
Act), $150,000 or less; or 

(2) Accelerated procedure for claims of $100,000 or less. 

Instead of appealing to the agency board of contract appeals, you may bring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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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directly in the United States Court of Federal Claims (except as provided in 
the Contract Disputes Act of 1978, 41 U.S.C. 603, regarding Maritime Contracts) 
within 12 months of the date you receive this decision”; and 

(vi) Demand for payment prepared in accordance with 32.604 and 32.605 in all cases 
where the decision results in a finding that the contractor is indebted to the 
Government. 

(b)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furnish a copy of the decision to the contractor by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or by any other method that provides 
evidence of receipt. This requirement shall apply to decisions on claims initiated by 
or against the contractor. 

(c)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ssue the decision within the following statutory time 
limitations: 

(1) For claims of $100,000 or less, 60 days after receiving a written request from 
the contractor that a decision be rendered within that period, or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receipt of the claim if the contractor does not make such a request. 

(2) For claims over $100,000, 60 days after receiving a certified claim; provided, 
however, that if a decision will not be issued within 60 day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notify the contractor, within that period, of the time within which a decision 
will be issued. 

(d)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ssue a decision within a reasonable time, taking 
into account— 

(1) The size and complexity of the claim; 

(2) The adequacy of the contractor’s supporting data; and 

(3) Any other relevant factors. 

(e)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have no obligation to render a final decision on any 
claim exceeding $100,000 which contains a defective certification, if within 60 days 
after receipt of the claim, the contracting officer notifies the contractor, in writing, 
of the reasons why any attempted certification was found to be defective. 

(f) In the event of undue delay by the contracting officer in rendering a decision on 
a claim, the contractor may request the tribunal concerned to direct the contracting 
officer to issue a decision in a specified time period determined by the tribunal. 

(g) Any failure of the contracting officer to issue a decision within the required time 
periods will be deemed a decision by the contracting officer denying the claim and 
will authorize the contractor to file an appeal or suit on the claim. 

(h) The amount determined payable under the decision, less any portion already paid, 
should be paid, if otherwise proper, without awaiting contractor action concerning 
appeal. Such payment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eith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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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2  Contracting officer’s duties upon appeal. 
To the extent permitted by any agency procedures controlling contacts with agency 
BCA personnel,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provide data, documentation, information, 
and support as may be required by the agency BCA for use on a pending appeal 
from the contracting officer’s decision. 

33.213  Obligation to continue performance. 
(a) In general, before passage of the Act, the obligation to continue performance 
applied only to claims arising under a contract. However, the Act, at 41 U.S.C. 
605(b), authorizes agencies to require a contractor to continue contract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ing officer’s decision pending a final resolution of any 
claim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the contract. (A claim arising under a contract is 
a claim that can be resolved under a contract clause, other than the clause at 
52.233-1, Disputes, that provides for the relief sought by the claimant; however, 
relief for such claim can also be sought under the clause at 52.233-1. A claim 
relating to a contract is a claim that cannot be resolved under a contract clause 
other than the clause at 52.233-1.) This distinction is recognized by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 (see 33.215). 

(b) In all contracts that include the clause at 52.233-1, Disputes, with its Alternate I, 
in the event of a dispute not arising under, but relating to, the contract,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consider providing, through appropriate agency procedures, 
financing of the continued performance; provided, that the Government’s interest is 
properly secured. 

33.214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 The objective of using ADR procedures is to increase the opportunity for 
relatively inexpensive and expeditious resolution of issues in controversy. Essential 
elements of ADR include— 

(1) Existence of an issue in controversy; 

(2) A voluntary election by both parties to participate in the ADR process; 

(3) An agreement on alternative procedures and terms to be used in lieu of formal 
litigation; and 

(4)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by officials of both parties who have the authority to 
resolve the issue in controversy. 

(b) If the contracting officer rejects a contractor’s request for ADR proceeding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provide the contractor a written explanation citing one or 
more of the conditions in 5 U.S.C. 572(b) or such other specific reasons that ADR 
procedures are inappropriate for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In any case where a 
contractor rejects a request of an agency for ADR proceedings, the contractor shall 
inform the agency in writing of the contractor’s specific reasons for rejecting the 
request. 

(c) ADR procedures may be used at any time that the contracting officer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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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 to resolve the issue in controversy. If a claim has been submitted, ADR 
procedures may be applied to all or a portion of the claim. When ADR procedures 
are used subsequent to the issuance of a contracting officer’s final decision, their 
use does not alter any of the time limitations or procedural requirements for filing 
an appeal of the contracting officer’s final decision and does not constitute a 
reconsideration of the final decision. 

(d) When appropriate, a neutral person may be used to facilitate resolution of the 
issue in controversy using the procedures chosen by the parties. 

(e) The confidentiality of ADR proceedings shall be protected consistent with 5 
U.S.C. 574. 

(f)(1) A solicitation shall not require arbitration as a condition of award, unless 
arbitration is otherwise required by law. Contracting officers should have flexibility 
to select the appropriate ADR procedure to resolve the issues in controversy as 
they arise. 

(2) An agreement to use arbitration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specify a maximum 
award that may be issued by the arbitrator, as well as any other conditions limiting 
the range of possible outcomes. 

(g) Binding arbitration, as an ADR procedure, may be agreed to only as specified in 
agency guidelines. Such guidelines shall provide advice on the appropriate use of 
binding arbitration and when an agency has authority to settle an issue in 
controversy through binding arbitration. 

33.215  Contract clauses. 
(a) Insert the clause at 52.233-1, Disputes, in solicitations and contracts, unless the 
conditions in 33.203(b) apply. If it is determined under agency procedures that 
continued performance is necessary pending resolution of any claim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the contract,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use the clause with its Alternate 
I. 

(b) Insert the clause at 52.233-4 in all solicitations and contracts. 



- 751 -

PART 38 Federal Supply Schedule Contract

38.000  Scope of part. 
This part prescribes policies and procedures for contracting for supplies and 
services under the Federal Supply Schedule program, which is directed and managed 
by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see Subpart 8.4, Federal Supply Schedules, 
for additional information). GSA may delegate certain responsibilities to other 
agencies (e.g., GSA has delegated authority to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to procure medical supplies under the VA Federal Supply Schedules Program). 
The VA Federal Supply Schedules Program is covered by this subpart. Additionally, 
the Department of Defense manages a similar system of schedule contracting for 
military items; however, the Department of Defense systems are not a part of the 
Federal Supply Schedule program. 

Subpart 38.1—Federal Supply Schedule Program 
38.101  General. 
(a) The Federal Supply Schedule program, pursuant to 41 U.S.C. 259(b)(3)(A), 
provides Federal agencies with a simplified process of acquiring commercial supplies 
and services in varying quantities while obtaining volume discounts. 
Indefinite-delivery contracts are awarded using competitive procedures to firms. The 
firms provide supplies and services at stated prices for given periods of time, for 
delivery within a stated geographic area such as the 48 contiguous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Alaska, Hawaii, and overseas. The schedule contracting office 
issues Federal Supply Schedule publications that contain a general overview of the 
Federal Supply Schedule (FSS) program and address pertinent topics. 

(b) Each schedule identifies agencies that are required to use the contracts as 
primary sources of supply. 

(c) Federal agencies not identified in the schedules as mandatory users may issue 
orders under the schedules. Contractors are encouraged to accept the orders. 

(d) Although GSA awards most Federal Supply Schedule contracts, it may authorize 
other agencies to award schedule contracts and publish schedules. For example,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wards schedule contracts for certain medical and 
nonperishable subsistence items. 

(e) When establishing Federal Supply Schedules, GSA, or an agency delegated that 
authority, is responsible for complying with all applicable statutory and regulatory 
requirements (e.g., Parts 5, 6, and 19). The requirements of Parts 5, 6, and 19 apply 
at the acquisition planning stage prior to issuing the schedule solicitation and do not 
apply to orders and BPAs placed under resulting schedule contracts (see 8.404). 

Subpart 38.2—Establishing and Administering Federal Supply Schedules 
38.201  Coordination requirements. 
(a) Subject to interagency agreements, contracting officers having responsibility for 
awarding Federal Supply Schedule contracts shall coordinate and obtain approval of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s Federal Supply Service (FSS)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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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tablishing new schedules; 

(2) Discontinuing existing schedules; 

(3) Changing the scope of agency or geographical coverage of existing schedules; or 

(4) Adding or deleting special item numbers, national stock numbers, or revising 
their description. 

(b) Requests should be forwarded to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Federal Supply Service
Office of Acquisition (FC)
Washington, DC 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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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 주요 용어 해설 >

▪ acquisition 조달

▪ affiliates 계열사

▪ alternate bids 대안입찰서

▪ appeal 항소

▪ award 낙찰

▪ bid guarantee 입찰보증서(금)

▪ bid 입찰, 입찰서

▪ blanket purchase agreement(BPA) 일괄구매협정

▪ ceiling price 상한가격

▪ central contractor registration (CCR) 중앙계약자등록소

▪ certificate of competency 계약이행능력증명서

▪ classified contract 비밀계약

▪ commercial item 상용물품  

▪ compelling reason 부득이한 사유

▪ competitive advantage 경쟁 우위

▪ conflict of interest 이해 상충

▪ contracting officer 계약관

▪ contractor team arrangement 공동수급계약

▪ contracts for subsistence 생필품 계약

▪ cost-plus-award-fee contracts 비용-성공보수 가산 계약

▪ cost-plus-fixed-fee contracts 비용-정액보수 계약

▪ cost-plus-incentive-fee contracts 비용-인센티브 가산 계약

▪ cost-reimbursement contract 실비정산계약

▪ cost-reimbursement contracts 실비정산계약

▪ cost-sharing contracts 비용분담계약

▪ debarment 자격제한

▪ definite-quantity contracts 수량 확정 계약

▪ delivery 납품

▪ department of treasury 재무부

▪ disciplinary action 징계처분

▪ discretionary actions 재량행위

▪ dispute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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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ty-free treatment 비관세 대우

▪ enter into force 발효[시행]되다.

▪ excluded parties list system(EPLS) 부정당업자명단

▪ executive agency 행정 기관

▪ express(implied) warranty 명시적(묵시적) 보증

▪ federal supply schedule 연방공급목록

▪ firm-fixed-price, level-of-effort term contracts 확정정액가격의 노력계약

▪ first article 시제품

▪ fixed-ceiling-price contracts with retroactive price redertermination 소급가격 재결정

부 

   정액상한가격 계약

▪ fixed-price contracts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계약

▪ fixed-price contracts with prospective price redetermination 장래가격 재결정부   

 정액계약

▪ fixed-price incentive contracts 정액 인센티브 계약

▪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GSA) 연방조달청

▪ governmentwide point of entry(GPE) 범정부공고처

▪ imprest fund 선금(先金)

▪ indefinite-delivery contract 납품불확정계약

▪ indefinite-quantity contract 수량 불확정 계약

▪ ineligibility 부적격

▪ internal revenue 내국세수입

▪ invitation for bids 입찰권유서(입찰공고)

▪ misconduct 위법(불법)행위

▪ multi-year contract 장기계속계약 

▪ multiple award 다수공급자계약

▪ off the shelf item 규격품

▪ opening of bids 개찰

▪ overpayment 과지급

▪ prime contractor 주 계약자(원도급 계약자)

▪ prospective contractor 계약예정자

▪ protest 이의제기

▪ qualification requirement 품질인증요건

▪ quotation 견적, 견적서

▪ remedial measure 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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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resentation and certification 입찰자정보 및 인증

▪ responsible 이행능력 있는

▪ sanction 제재

▪ sealed bidding 봉함입찰(일반경쟁입찰)

▪ simplified acquisition 간이 조달

▪ single award 단일공급자계약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소기업청

▪ small business set-asides 소기업할당(우대)제도

▪ solicitation 입찰요청, 입찰요청서(입찰공고)

▪ source 공급원

▪ specification 규격, 규격서

▪ streamlined procedure 간소화 절차

▪ subcontract 하도급

▪ successful bidder 낙찰자

▪ supplies 물품

▪ suspension 자격정지

▪ synopsis 개요(서), 요약공고

▪ termination for cause 원인에 기한 종료

▪ termination for the Government`s convenience 임의종료

▪ threshold 기준금액, 양허액

▪ tradeoffs 평가요소들 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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