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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품명세서(Commodity Details)
1). 공고번호(Invitation No.)

1. 입찰공고

2). 품목번호(Item No.)
가. 연구소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를 원칙으로 함.
1). 연구소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2). 조달청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수량단위(Unit)
4). 수

량(Q'ty)

5). 물 품 명(Description)
6). 제 조 자(Manufacturer)
※ 해당 품목에 "Equivalent spec. allowed"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타 제조자의
동등사양 품목으로 입찰 가능. 단, 수요부서의 기술검토 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

나. 공고시기 및 기간
1). 시

기 : 주 1회 공고를 원칙으로 함.

2). 공고기간
- 일반입찰 : 20일 이상
- 긴급 또는 재공고입찰 : 10일 이상

7). 비

고(Remarks) : 본란에 *Enclosure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부수사양 첨

부되어 있다는 표시임.

다. 특별입찰 유의서(Special Instructions)
1). Manufacturer's certificate(원본)가 요구되는 품목번호
2). 수송수단 선택에 대한 조건

다. 공고서 게시
1).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입찰전일까지
2). 게시방법 : 연구소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접속 후 게시된 물품명세서를
포함한 공고서 열람
단, 연구소 홈페이지의 경우 사전 업체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3). Export License가 요구되는 품목에 대한 유의사항
4). 설치, 시운전 및 운용교육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대금지불 조건
5). 물품명세서에 미비된 부수사양

라. 일반입찰 유의서 및 입찰서 양식
1). 위 임 장

2. 공고서 보는 요령

2). 입찰등록서(Registration for Bids)
3). 입 찰 서(Bid)

공고서는 입찰안내서, 물품명세서, 특별 입찰유의서, 일반 입찰유의서 및 계약에 관한 일

4). 입찰금액 총괄표(Colligation List of Price for Bid)

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5). 물품명세서(Commodity Details)
6). 오

가. 입찰안내서(Invitation for Bids)

파(Offer)

7). 공급자 증명서(Supplier's Certificate)

1). 공고번호

8). 제조자 증명서 원본(Manufactuer's Certificate)

2). 등록 및 입찰일시

9). 기술제안서(Technical proposal)

3). 안 내 문
4). 재무책임원 서명

마.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 상기 5종의 서류중 공고서에는 “가, 나, 다”항만을 게시하며, “라, 마, 바”항은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외자계약업무 안내서에 일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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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서류 작성요령

3). 물품명세서(Commodity Details)
①. 품목번호별 1부를 작성한다.

가.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1). 입찰등록서(Registration for Bids)

②. 본 양식은 기술검토, 수입승인, 주문서발행 등에 사용될 것이므로 물품내용

①. 공고번호별로 1부를 작성하여야 함.

은 사양까지 상세하게 기술,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난은 전부 기록되어야

②. 입찰금액 : 동일 공고번호내 응찰품목의 전체 합산금액 이상을 기재

한다(H.S. 번호 필히 기재). 또한 인도조건은 F.O.B./F.C.A를 기본으로 한다.

③. 입찰참가 품목번호 : 품목번호는 7개 단위까지만 기재
(예 : F14201C, F14702F까지만 기록, 001, 002 등의 Sub Item No.는 기록하지 않아도 됨)

③. Delivery : 월 단위로 명시하여야 하며 E/L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는 E/L 획득 후
몇 개월(예 : Within 3 months after receipt of export license)로 기재한다.
④. Estimated Gross Weight : 선적시 예상 총중량 및 포장 후 총 용적톤을 기재 한다.
⑤. Manufacturer : 제조자명, 주소, Tel No., Fax No.를 상세히 기재한다.

2). 입찰보증금
①. 보증금의 형태 : Memorandum of Payment 또는 Cash, Certified Check,
Surety Bond 중 택일하여 납부
※ Memorandum of Payment 또는 이행입찰 보증보험증권(Surety Bond) 권장

⑥. 물품명세의 양이 많거나 적다하여도 본 양식의 크기는 축소, 또는 확대하
지 않아야 한다.
⑦. 본 서류에는 응찰업체 및 공급업체의 명칭은 절대로 기록되어서는 안된다.

②. 보증기간(Assurance Period) : 입찰일로부터 4개월 이상
③. 보증금액 : 입찰금액×5% 이상 (원화보증시는 공고시 지정환율 가산)

4). 오 파(Offer)

※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시 입찰금액(외화)의 5%이상을 해당외화로 납부

①. 첨부된 소정양식을 사용하고 품목번호별로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고번호별로 납부

②. 가격조건 : 본선 인도가격(FOB : International Airport/port)을 원칙으로 하며
미주지역인 경우 선적장소를 New York, Chicago, L.A., San Francisco 중
택일하여야 한다.

3). 위 임 장
①. 회사의 대표자가 입찰에 참가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자
가 참여하지 못할시 입찰등록서에 첨부하여 제출

③. 대금지불 조건
최근 우리연구소 신용상태(지불능력) 및 제반 은행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후송금

②. 피 위임자는 우리 연구소 출입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함.

(T/T within 30days after shipment)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L/C at sight 가능)

③. 공고번호별로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미화 5만불 이상의 물자중 설치, 시운전, 운용교육등이 필요한 물자는(물자
인수후) 90%를 지불하고 설치, 시운전, 운용교육을 완료후 잔액(10%) 지불
④. 오파 유효기간(Validity) : 오파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상 주어져야 한다.

4). 청렴서약서 1부

⑤. E/L획득 품목 : 수출국정부의 수출허가 요구품목인 경우 이를 Remarks란에
특기한다.

나. 입찰시 제출 서류

⑥. 계약보증금(P-Bond) : 계약보증금은 해외 공급자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나부

1). 입 찰 서(Bid)
①. 공고번호별로 1부를 작성한다.
②. 입찰시 제출하는 서류의 매수와 공고번호, 입찰일시를 기록한다.

득이한 사정으로 국내업체가 부담할 경우 이를 Remarks란에 특기하여야 한다.
⑦. 분할선적 및 환적은 금지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Remarks란에 명시
하여야 한다.

2). 입찰금액 총괄표(Colligation list of Price for bid)
①. 공고번호별 1부를 작성하며, 응찰한 품목번호와 응찰금액을 기재한다.

※ 오파에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신용장 변경이 불가함.
⑧ 위험물자인 경우, 해당등급을 Remarks란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Sub Item No."난은 001, 002 등의 부수 품목번호 중 응찰이 가능한 부수
품목번호를 기재한다.
- 3 -

- 4 -

5). 공급자 증명서(Supplier's Certificate) : 해외 공급자가 공급자별, 공고번호별

요구와 응찰업체의 수락이 있을시는 예외로 한다.

1부를 작성, 제출한다.
마. 개찰시 미화(U$)와 기타 통화와의 경쟁이 될 경우에는 입찰 당일의 대미 환산율을
6). 제조자 증명서 원본(Manufacturer's Certificate) : 해외 제조자가 제조자별,

적용, 대비한다.

공고번호별로 1부를 작성, 제출한다.
바. 품목번호별 All or None 조건을 원칙으로 함.
7). 기술제안서(Technical Proposal) : 2단계 입찰(사양입찰 후 가격입찰)의 경 우
1단계 사양입찰시 작성, 제출한다.

사. 개찰시 저가로 판단되었다 하여도 기술검토 완료시까지는 낙찰이 유보됨.

8). 기타 서류(Descriptive Literature, Price List, Catalogues and Drawings) : 입찰
에 참가한 물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자료마다 품목번호를 명시

아. 응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이었을 경우는 당연 유찰이며, 재공고 입찰은 별도 공
고로 실시한다.

하여야 하며, 본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 바람직함.
※ 최저 응찰가에 대한 가격인하 요청 : 우리 연구소에서는 물품가에 제한없이
※ 입찰제출 서류중 “가”의 1), “나”의 1), 2), 3), 4), 5), 6), 7), 8)은 영문과 아라

전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조자에 직접 또는

주재국 군수무관 등을 활용, 입찰전 획득

비아 숫자로 작성되어야 함.

(목표가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최저가 응찰가격”에 대하여도 감액을 요청하는 것임.

4. 입찰등록 및 입찰시 유의사항

5. 계약시 유의사항

가. 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전기 소정양식 및 작성요령에 의거 제반서류를 성실히

가. 주문서(Purchase Order) 발행 : 입찰사항에서 우리 연구소의 요구에 의한 변동사
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치 않고 주문서를 발행함.

작성하여 아래 시기에 제출한다.

1).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입찰등록서, 입찰보증금(이행입찰 보증보험증권), 위임장

나. 주문승낙서(Acknowledgement of Purchase Order) : 계약업체는 주문서 접수후 7
일 이내에 승낙서명 및 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문승낙서를 회송하여야 한다.

(필요시), 청렴서약서
2). 입찰시 제출서류 : 입찰서, 입찰금액 총괄표, 물품명세서, 오파, 공급자 증명서,

※ 주문승낙서 회송시 첨부 청렴계약서류 제출 요함.

제조자 증명서(필요시)
다. 신용장(L/C) 개설 통보 : 신용장 개설 후 그 사본을 계약업체에 통보하며, 통
나. 위의 서류중 위임장은 대표자의 입찰참가 불가시에 제출하며, 우리 연구소에 출입

보된 신용장 사본과 계약업체가 오파로 제시한 조건과 불일치 시에는 이를 즉시
문서로 우리 연구소 구매과(외자담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을 필한 직원에 한하여 그 위임이 가능함.

다. 제조자 증명서는 특별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필히 제출되어야 한다.

라. 계약보증금(Performance-Bond)
1). 보증금의 형태 :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Cash, Certified Check,

라. 제출된 입찰서류는 일체 변경 또는 반환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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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적 시 유의사항

부하여야 한다.
①. 국내에서 납부할 경우 : Cash, Certified Check, Surety Bond 중 택일, 납부

아래 사항들은 계약조건에 대한 이행강조 사항으로써 불이행시는 추가 비용 및 업무의

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Surety Bond(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로 제출함이 가

발생에 따른 혼선 및 지연을 초래케 하는바, 우리 연구소에서 대금결제 유보 및 발생비

장 바람직함.

용의 징구 등으로 계약자 측에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철저한 이행을 바랍니다.

제출시는 주문승락서(Acknowledgement of Purchase Order)

발송시 동봉하여야 한다.
※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시 계약금액(외화)의 10%이상을 해당외화로 납부
②. 국외에서 납부할 경우 : Stand-By L/C, Banker's Check, Bank Guarantee
중 택일하여 신용장 개설일로부터 또는 계약유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가. 지정된 Freight Forwarder 이용 : 물품 선적 시 연구소가 지정한 Forwarder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지정된 Freight Forwarder 불이행으로 인한 비용발생시 징수

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 : 계약일로부터 계약서상 규정된 담보책임 만료일까지 효력이 지속되
어야 함.

나. 선적서류
1). B/L(Bill of Lading) : B/L은 반드시 House B/L이어야 한다.
2). Invoice : 주문서(P/O)상의 물품명세, 수량 및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계약보증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입찰보
증금을 귀속하고 차 최저가 업체와 계약하게 됨.

※특히 Special Discount 적용건, Other Charge 별도 명기건 및 송금결제 조건의 계
약에서 주의
※송금결제인 경우 Invoice에 T/T대금결제를 위한 은행정보(수취인,은행명,계좌번호) 명기

마. 송금결제(Bank Wire Transfer)가 요구되는 경우 : 대금결제는 아래와 같은
송금방식으로 가능.

4). Certificate for Packing Condition(물품 포장상태 확인서) : 공급자가 서명, 발행

1). 후불조건(Cash on Delivery) : 금액제한 없으며, 물자인수후 송금
- Purchase Order의 shipping date란에 “--after receipt of P/O"로 표기되고,
Delivery는 업체의 서명일로부터 시작되니 유념하시기 바람.
2). 선불조건(Cash in Advance) : U$2,000이하의 소액분에 한함.
- Purchase Order의 Shipping

3). Packing List(물품 포장명세서)

Date란에 “--after receipt of T/T"로 표기되고,

Delivery는 우리 연구소에서 해외 공급자에 송금한 날부터 시작

하여 Freight Forwarder가 확인, 서명하여야 함.
※ 본 양식은 주문서(P/O) 발행 시 제공하고 있음.
5). 기타(필요한 경우)
①.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 증명서)
②. Inspection Certificate(물품검사 확인증)
③. Others

①. 제출 서류
ⅰ. 선급금에 대한 환불보증 : 계약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환불 보증보험
증권 제출(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 : 계약보증 기간과 동일
ⅱ. 계약보증금 납부(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다. 하자 발생품 재선적 : 착부족, 규격상이, 불량품 등의 이유로 발생된 하자품의 선
적시에도 상기 “나”항의 선적서류 일체를 작성, 계약번호별로 선적하여야 한다.
※ 정식 선적절차 없이 타 물품과 합적 또는 혼적하거나 반입근거 없이 휴대품으로
가져올 경우 반송조치 하거나 납품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임.

※ 후불 조건일 때도 계약보증금은 납부하여야 함.
라. 항공수송 억제 : 경제적인 수송을 위하여 Chargeable Weight가 100 KGS 이상의
물품은 해상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마. 분할선적 및 합적불허 : 1개의 오파에 대하여는 분할선적을 하여서는 안되며, B/L
1건에는 1개 계약건만 선적하여야 한다.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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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오파제출시 반드시 그 내용을 명기하여야 하며, 계약 후 지체없이 당해 수
바. 표준 수출포장 : 모든 물품은 표준 수출포장을 하여야 하며, 특히 선편 수송물품
은 필히 Wooden Box Packing을 하여야 한다.

출국 정부의 서식에 의거 수출승인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의 작성을 구매과
(외자담당)에 요구하기 바람.
※ 수출승인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작성 요구의 지체로 인하여 선적이 지연되었

사. 선적준비의 통보 : 공급자 혹은 국내 계약업체는 상품의 선적준비를 전신(e-Mail,

을 경우 지체상금 면제가 불가함.

Fax)으로 우리연구소 구매과(외자담당)에는 인도예정일 15일 전까지, 우리연구소
지정 Forwarder에게는 해상운송의 경우 인도예정일 10일 전까지, 항공운송의 경우

마. 출입업체 및 출입자 등록 : 업체등록시 제출하였던 제반서류의 변동(사무실 이전,

인도 예정일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선적준비 통지는 계약번호, 선적될

대표자 및 출입자 변경, 인감 갱신 등) 사항이 발생하였을시는 이를 지체없이 공문

상품의 간단한 명세서, 관련 선적의 송장금액 등과 같은 자료들을 포함하여야 한

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변동사항이 보안측정결과와 유관할 경우에는 보안측정

다.

결과를 필할 때까지 우리 연구소의 출입 및 입찰참여 등이 유보됨.

아. 지연 선적에 대한 지체상금 산정 : 지연 선적분(분할선적 불허인 경우, 오파 전체
금액)에 대하여 지연 일수당 0.15%로 산정하여 대금결제시 공제하며, 총 계약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음. 단,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에는 지연선적된 품목의 Invoice
금액에서 산정함.

바. 하자발생
1). 계약된 물자와 다르게 착부족, 규격상이, 불량품등으로 선적되어 하자가 발생되
었을 경우 우리 연구소가 요구하는 해결시한을 엄수하여야 함은 물론, 하자발

※ 산출방법 : 계약금액×0.15%×지연일수＝지체상금액

생으로 인한 제비용(하자품 반송 운임, 규격품 재선적 비용, 국내운임, 재반입에
따른 통관료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로 하여금 선적품에 완벽한 Standard
Export Packing을 하여 우리 연구소 지정 Forwarder의 포장상태 점검은 물론,

7. 기타 유의 사항

Certificate for Packing Condition을 반드시 첨부하여 선적하기 바라며, Packing
List도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가. 계약변경 요구 : 계약후의 변경요구는 당연 불가함이 원칙이나 불가항력적 사항의

※ 포장상태 미비로 발생된 하자의 경우는 그 하자가 수송중에 발행한 경우라 하여도

발생시는 최소한 최종선적일 1개월 전에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

운송보험으로 구상이 불가하고 그 구상의 책임이 계약자 및 공급자에 전가됨을 유

다. (이후에 제출된 요구는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면책의 혜택을

념하시기 바람.

받을 수 없음)
사. 제반 준수사항 및 요령 미숙지에 따른 제재사항
나. 신용장 변경 요구 : 신용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국외 공급자 또
는 제조자의 요구 근거를 첨부하여 요청하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기 바람.

1). 입찰참가 불허 : 등록 및 입찰시간 미엄수, 제출서류 미비, 불성실한 서류 작
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따른 우리 연구소의 정당한 요구사항의 불이행등
2).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후 계약불응, 계약보증금 기한내 미납부등

다. 계약보증금의 기간 연장 : 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선적기간) 또는 신

3). 지체상금 부과 : 지연선적, 선적방법 및 선적서류 하자에 따른 통관일수 지연등

용장 유효기간의 연장이 요구될 경우 기 납부된 계약보증금의 계약기간 및 보증

4). 항공료, 선박운임, 창고료, 통관비용 등 기타 부대비 부과 : 선적방법 및 선적

(유효)기간 연장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연장요구 공문 제출시 보증금의 기간이 연장
되었다는 증빙서가 첨부되어야 함.

서류 하자에 따른 초과 비용의 발생, 지정 Fowarder 불이행등
5). 대금결제 유보 : 허가되지 않은 분할선적, 서류 불일치, 국적선(기) 및 지정
Forwarder 불이행 등

라. 수출승인(E/L) 신청서 작성 요구 : 계약물품이 수출국 정부의 수출승인 품목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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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불이행시 계약보증금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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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 연구소 업체등록 취소

GENERAL INSTRUCTIONS

8). 부정당업체로 간주, 관계기관 통보
1. QUALIFICATION OF BIDDERS
아. 관련 업무 안내
구 분
협상구매

In addition to any other specific requirements regulated by ADD, the bidder is
업

무

내

용

전 화 번 호

미화 20만불 이상

042)821-3833

국제입찰(미화 20만불 이상)

042)821-3833/3835

일반입찰(미화 20만불 미만)

042)821-3837

미화 10만불 이상

042)821-4353

입 찰

required

to

complete

registration

with

Ministry

Trade

of

Industry

as

trade

representative pursuant to Article 14 of Foreign Trade Act.

2. PREPARATION OF BIDS
a). Bidders are expected to examine the drawings, specifications, schedules, and all
instructions under the Invitation for Bids. Failure to do so will be at the bidder's risk.

직구매

관 리

미화 2.5만불 이상 ~ 10만불 미만,
미화 1.0만불 미만

042)821-3835

b). Each bidder shall prepare and sign the bid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the
format and guidance disignated by ADD. Erasures and other changes in the bids must

미화 1.0만불 이상 ~ 2.5만불 미만
도서/간행물 구매, FMS

042)821-3953

explained and noted over the signature or initial of the person signing the bids. No change

선적, 통관, 운송, 물품불출, 하자처리 등

042)821-4353/3705

will be accepted after the bids opening time.

대금결제, 계약보증금 해제

042)821-4353

업체등록

042)821-3837/3834

주 소 : (305-152)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FAX : 042)824-0728, 823-3400

c). Drawings, if any, attached to the invitation are not guaranteed to be free from
defects

or

discrepancies,

Bidders

shall

prepare

the

drawings

with

the

written

specifications and all such modifications of the drawings necessary to agree with the
specifications shall be noted in the bids. If special packings are required in the specification,
detailed descriptions must be included in the bids.
d). For each item offered, bidders shall show the unit price and the extended price
for the quantity of each item in the bids. In case of discrepancy between a unit price and an

8. 첨부물

extended price, the Unit price will govern.

가. General Instructions 1부.

e). Bidders must state definite time for delivery of supplies or for performance of

나. Invitation for Bids 1부.

services,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Invitation for Bids.

다. 소정양식 10종 11매.

f). Time, if stated as a number of days, will include Saturdays, Sundays and

라.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1부.

Holidays.

마. Certificate for packing conditions 1부.
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3. PRICE

사. 청렴계약 특수조건

a). Unless otherwise required, price shall be stated in the U. S. Dollars using at

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the attached format only in terms of FOB or FCA of loading and bidders must state
FOB/FCA cost, insurance, ocean or airway flight.

b).

The

seawor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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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FCA
packing

cost

shall

include

Ex-Factory

cost,

charges

for

overseas

shipment),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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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ing

cost(including

inspection

charges(if

not

indicated

seperately),

inland

freight,

forwarding

fee,

charges

for

certificate

of

6. BIDS DOCUMENTS

origin, export taxes and duties, and any other export expences up to the point of the bidder's

a). A full set of the following bids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to ADD :

obtaining a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or airway bill, independent inspection charges.

1). REGISTRATION FOR BIDS in accordance with Appendix 1 - 1 copy

c). The cost of the spare parts shall be itemized and quoted sperately and shall

2). BID FORM in accordance with appendix 2 - 1 copy

not be included in the cost of the basic equipment. The spare parts in the bids are to be

3). COLLIGATION LIST OF PRICE FOR BID in accordance with appendix 3 - 1

recommended by the manufuacturer of the equipement for which the parts are intended. ADD

copy

reserves the right to purchase the spare parts as quoted or in qualities which ADD deems

4). COMMODITY DETAILS in accordance with appendix 4 - 3 copy

appropriate. If ADD desires, the bidder shall prepare the manufacturer's price list for the parts

5). OFFER in accordance with appendix 5 - 2 copy

quoted available to ADD.

6). SUPPLIER'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appendix 6 - 1 copy
7). MANUFACTURER'S CERTIFICATE, in the case of specified in the special

4. ALTERNATIVE BIDS

instructions, in accordance with appendix 7 - 1 copy

a). Alternative will be allowed to be submitted that :

8).

1). The main bid of the bidder conforms to the objective of the Invitation of Bids
and :

9).

2). They are substantially advantageous to ADD and equal or surpass the objective of

considered for evaluation of bids. All terms and conditions, such as payment, packing
methodes, discharging port, accessories, etc., if different from those of the original bid, will
make the alternative

bids on considerable for evaluation.

PROPOSAL,

in

case

of

two-step

bidding

precedure,

in

DESCRIPTIVE

LITERATURE

in

the

form

of

catalogues,

drawings,

cuts,

illustrations and/or brochures.

the invitation, in respect to price, quality or performance and the delivery date.
3). In the case of the alternative bids, only the specifications of the equipment will be

TECHNICAL

accordance with appendix 8 - 1 copy

b). The bids shall be issued with signature of such a person who regally represent
the

company.

The

bids

to

be

submitted

by

an

agent

must

be

accompanied

by

evidence of his authority such as power of attorney.
c). The descriptive literature clear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d shall, when accepted,
constitude an essential part of the contract and the commodity furnished thereunder must
strictly conform thereto. In case manufuctuer intends to offer and furnish his commodity with

5. SUBMISSION OF BIDS

and modifications, he shall then so state in his written commitent.

a). Bids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in a seal envelope showing the name and
adress of the bidder, the date and hour of opening and the Invitation No. on the upper left
hand corner. In case of two-step bidding precedure, two(2) kinds of bids, technical proposal
and price quatations shall be seperately sealed and submitted. ADD wi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 any loss of or demage to the envelope containing the bid caused by Acts of
God or other incidents beyond its control.

7. SUPPLEMENTARY DOCUMENTS
The supplementary documents submitted other than the following category shall be rejected:
a). Documents concerning the extention of bids and bids bond validity.
b). Documents concerning the tems and conditions to be deleted due to confilict with the
Invitation for Bids.

b). all bids, including supporting documents to bids, descriptive matter and publications
furnished under the invitations, shall be prepared in English and must arrive at ADD, Teajon,

c). Documents shorting the offered deliverty time.
d). Other documents which may be only requested by ADD.

Korea before the bidding date and hour(Korean Standard Time) specified in the Invitation for
Bids. Any bids arriving after the specified date hour will not be considered.
c). Bids submitted by parcel post, telegraph or facsimile, will not be considerd unless
authorized by the invitation.

8. BID BOND
a). Each bidder shall establish a bid bond, by the Invitation No., in an amount of
not less than five(5) percent of total bid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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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ach bidder shall establish the bid bond with finance and supply divsion, agency for
national bonds or stock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or surety bond issued by the Korea
Fidelity & Surety Co., Ltd. payable Korean Won.
c). Each bid bond must :

aftter negotiation with the bibbers in advantageous sequence to ADD.
e). A written award mailed or otherwise furnished to a successful bidder within the
validity period specified in the bid shall result in a binding contact without further action by
either part. If required, The sperate contract shall be executed at Daejon, Korea by the

1). be valid for 120 days after the date of bid.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both parties.

2). be able for payment against a simple receipt of ADD at sight accompanied by the
statement of ADD stating that the bidder has not complied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vitation for Bids : and

10. RE-BID AND/OR NEGOTIATION
a). In case that the price of the lowest bidder, although qualified and responsible, exceeds

3). arrive at the above designated bank or ADD not later than one(1) day prior to the
date of bid.

the estimated price of ADD, ADD reserves the right to re-bid and/or negotiate. The priority
of negotion shall be given according to the bid-price

d). All bid bonds shall be release upon instruction from ADD to the unsucessful bidder

order from the lowest, and the

oppertunity to re-bid or negotiate may be limited to the qualify bidders only.

without interest, promptly after the date of the award, and to the successful bidder after

b). In case of the two-step bidding precedure, the re-bid and/or negotiation for the price

satisfactory estabilishment of the relative performance bond. In case where a bidder requests

quation shall be permitted to the bidders whose technical proposals have been accepted by

release of his bid bond and ADD conforms the bidder as unsuccessful, the bid bond may be

ADD.

release even before the date of award.
e). Withdrawal of any bid before its expiration and/or after being awarded by ADD, or
failure to the relative performance bond within the period designated shall automatically result
in unconditional forfeiture of the above bond without recourse.

11. ORDER OF PRECEDENCE
Any inconsistency in this solicitation shall be resolved by given precedence in the
following order.
1). Commodity descriptions(including the specficiations) :

9. AWARD OF CONTRACT

2). special Instructions :

a). The contract will be awarded to the responsible bidder whose bid, conforming to the

3). General Instructions :

Invitation for Bids, will be most advantageous to ADD in price, quantity, delivery terms,

4).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of Contract :

specifications and other factors, specified elsewhere in this Invitation for Bids.

5).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ontract :

b). In case of Two-step bidding precedure, technical proposals of bidders will be first

6). Other Documents, exhibits, and attachments : and

publicly opened at the time of bid opening specified in the Invitation for Bids and each
bidder will be notified as to its acceptability, and price quatations of bidders whose technical
proposals are aceptable to ADD will be publicly opened on on a date to be announced later.

12. MISCELLANEOUS
a). Reference to any manufacturer's brand name and catalog numbers in the Invitation for

c). ADD reserve the right to reject any or all bids, to accept other than the lowest bid, to

bids is intended to be descriptive, and in no way restrictive, being included solely for the

waive informalities or minor irregularities in bids received, or to call for re-bids as the best

purpose of indicating the type or quality of commodity which will be acceptable, Bids on

interest of ADD may be required.

comparable items offered under other brand name will be considered, provided that the bid

d). ADD may accept any item or group of items of a bid, unless otherwise the bidder
qualifies the bid by specific limitations. ADD reserves the right to make an award on any

clearly states(by descriptive literature, illustrations, etc.) the exact commodities offered and
how they differ from those specified.

item for a quantity less than the quantity offered, unless the bidder specifies otherwise in the
bid. In case that all the bids are insufficient,ADD may select the most advantageous bidder
- 15 -

b). On items for which the Invitation specifies quality, design, or performan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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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ion of a brand name by the bidder is for furnishing that particular brand in view of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THE REPUBLIC OF KOREA

the specified commodity. The obsence of a statement that materials offered meet Invitation
specifications will cause the bid to be rejected.

(http://add.re.kr/)

c). The bidd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ton and the gross mensurement ton per
each item for commodity offered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atation Format.(Offer,

ADDRESS : 160, Bugyuseong daero 488 beon gil,

Commodity Details). Bidders are required to specify in the following information of supplier's

Yuseong, DAEJEON, REPUBLIC OF KOREA

principal bank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credit inquiry :
1). Name of Bank :

TEL No.

: (042)821-3837

FAX No.

: (042)824-0728

2). Address of Bank and FAX No. :
3). Account No.

Invitation for Bids
Date :
Invitation No. :
Time and date of registration for Bid :
Time and date of bid opening :

Dear Sirs.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you are invited to bid for a competitive bidding
in compliance with the enclosed instructions.

Very truly yours.

Young-Joon Cho
Finance & Contract Officer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Enclosure : 1. Commodity descriptions.
2. Special instructions
3. General instructions
4.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of contract
5.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ontract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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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APPENDIX 2

From :

Registration for Bids
To：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Date :

Memorandum of Payment

To : Finance & Contract Officer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Daejeon, Korea

1. Invitation No. :

Invitation. No

:

Item No.

:

Date of Bid

:

2. Date of bid :
We, the undersigned, hereby guarantee that if awarded a contract we will perform

3. Type of bid bond : memorandum, cash, certified checks, surety bond
4. Assurance period : 2014.

.

.

～

.

.

.

faithfully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5. Price for bid :
Should we withdraw our bid before its expiration and/or after being awarded by

6. Bidding item No. :

ADD, or should we refuse to conclude the contract, or should we fail to establish
We hereby register to apply for a competitive bid as stated above.

a performance bon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ual conditions, we guarantee to
pay ADD immediately an amount equivalent to five(5) percent of the total bid
price/s.
We further guarantee that we will not claim against or appeal to ADD in relation
to any unfavorable action which may be taken against us by ADD on the
grounds that we have not complied with the above conditions.

Bidder's seal

(Name, title & company)

Signature :
(Name & title)
※ 본 서식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신 제출하는 지급각서임.
(This letter is a Memorandum of Payment submitted by the Bidder, instead of providing of Bid-bond)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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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APPENDIX 4

위

임

청렴서약서

장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서약 취지
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년

월

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입 찰 건 명 :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위와 같은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에 있어 본사 사원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직

위 :

성

명 :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주민등록번호 :

3. 위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취소ㆍ해제ㆍ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국

에게 권한 일체를 위임함

방과학연구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2012년

월

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방위사업과 관련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상

호 :

주

소 :

6. 방위사업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관계자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지득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지 아니한다.

대 표 자 :

(인)

(사용인감 날인)
7.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20
서약자 :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귀하

- 21 -

회사(업체코드: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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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또는 임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PPENDIX 5

APPENDIX 6

BID(must be fully completed by bidder)

Colligation list of price for bids

Invitation No. :
Time and date of bid :
In compliance with the Invitation for Bids, Commodity descriptions, Special

Invitation No. :

Instructions for Bids, General Instructions for Bids,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of Contract, and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ontract, the undersigned duly

Item No.

Sub-item No.

Price for bid

offers and agrees, if this Bid is accepted within 90 calender days from the date
for receipt of bids specified above, to furnish any or all of the items, upon
which prices are offered at the price set opposite each item, delivered at the
designated point, within the the time specified in the Quotation.

The attached documents :

Ⅰ. Colligation list of price for bid
Ⅱ. Commodity details
Ⅲ. Offer
Ⅳ. Supplier's certificate
Ⅴ. Manufacturer's certificate
Ⅵ. Descriptive literature, price list, catalog

(

1

) copy

(

1

) copy

(

1

) copy

(

1

) copy

(

1

) copy

(

1

) copy

Total

and drawings

Bidder's seal
(Name, title & company)

Bidder's seal

Address :
Telephone No. :

(Name, title & company)

Telex No. :
Fax No. :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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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7

APPENDIX 8

COMPANY:
ADDRESS :

COMMODITY DETAILS
Invitation No. :
H.S.
No.

Item No.

TEL No. :

O F F E R

Date :
Description(Specification)

Q'ty/Unit Unit Price

(REGISTRATION No. :
Amount

To:

1.

)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DATE :

P.O.BOX 35, YUSEONG, DAEJEON, KOREA

OFFER No. :

BENEFICIARY :
ADDRESS :

2.

3.

TEL No. :

) Airport(port)

Delivery time : within (

) months after receipt of L/C or P/O

Estimated gross weight :

KGS,

CBM

FAX No. :

BENEFICIARY'S PRINCIPAL BANK :
ACCOUNT No. :

IBAN Code No. :

ADDRESS :

TEL No. :

FAX No. :

TEL No. :

FAX No. :

MANUFACTURER :
ADDRESS :

Total FOB (

FAX No. :

4.

PAYMENT TERM :

5.

DELIVERY :

6.

SHIPMENT FROM

7.

ESTIMATED GROSS WEIGHT :

8.

PACKING : EXPORT STANDARD PACKING

9.

ORIGIN :

MONTHS AFTER RECEIPT OF
TO INCHEON AIRPORT/BUSAN PORT
KGS,

CBM

10. OFFER VALIDITY : THREE MONTHS
11. WARRANTY : ONE YEAR AFTER INSTALLATION

Manufacturer : (Name)
(Address)

12. INVITATION No. :

(Tel No.)

14. COMMODITY DESCRIPTIONS : ATTACHED

(Fax No.)

15. REMARKS:(To be described Performance Bond and partial shipment,

13. ITEM No. :

E/L etc.)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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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S

APPENDIX 9

Invitation No. :
Date :
H.S. No. Item No.

Description(Specification)

Q'ty/Unit Unit Price

Amount
From :

To : Finance & Contract Officer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Daejeon, Korea

Supplier's Certificate under Invitation No.

We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s for accomplishment of the contract,
in compliance with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and the instructions
for bids ADD.

Total FOB (

) Airport(port)

SIGNATURE
(NAME & TITLE)

- 27 -

Signature :
(Name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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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0

APPENDIX 11

TECHNICAL PROPOSAL

Date :
Invitation No. :
From :

Time and date of bid :

To : Finance & Contract Officer

In compliance with the Invitation for Bids, Commodity descriptions, Special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Instructions for Bids, General Instructions for Bids,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Daejeon, Korea

of Contract, and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ontract, the undersigned duly
offers and agrees, if this proposal and bid(submitted seperately) are accepted
within 90 calender days from the date for receipt of bids specified above, to

Manufacturer's Certificate under Invitation No.

furnish any or all of the items, upon which prices are offered at the price set
opposite each item, delivered at the designated point, within the the time
specified in the Quotation.

We, as a manufacturer, certify that our warranty is duly passed to ADD through
(bidder's name), for the price, delivery schedules, and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ues and drawings clearly and ful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The attached documents :

Ⅰ. Technical proposal in details
Ⅱ. Descriptive literature, price list, catalog

(

) copy

(

) copy

and drawings

Signature :
(Name & title)

Bidder's seal
(Name, title & company)
Address :
Telephone No. :
Telex No. :
Fax No. :

- 29 -

- 30 -

(영문판)

conditions regarding a Commodity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not be construed to b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Servic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 "Delivery of Commodity" shall mean, unless explicitly specified otherwise, delivery of tangible
Commodity in accordance with delivery conditions and schedule, as well as completion of

CONTENTS

performance by the Seller of other intangible Commodities such a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raining and/or Service, in accordance with conditions, schedules and/or procedures applicable to

1.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

such performance.

17. Liquidated Damages

g. "Carrier" means any person or entity, who undertakes to perform or to procure performance of the

2.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18. Force Majeure

3. Performance Bond

19.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4. Repayment Guarantee

20. Maintenance of Secrecy

5. Payment

21. Proper Contract Price

6. Warranty

Buyer to the Seller for the Commodity provided by the Seller to the Buyer hereunder.
i. When a time or period is stipulated "in number of days", it is counted on a continuous basis.

22. Charges

7.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23. Assignment and Novation

8. Variation in Quantity

24. Governing Laws

9. Inspection

carriage of the Commodity under a contract with the Buyer.
h. “Contract Price” means United State Dollars or Other Currency as a consideration payable by the
A

time or period expressed as "from" a given date "to" a given date shall include the two given
dates preceded by "from" and "to."
j. Unles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between both parties, FCA, FOB, CFR, DDU or other delivery

25. Jurisdiction/Arbitration

terms stipulated in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Incoterms 2000 (Publication No. 560 of the

10. Packing of the Commodity

26. Non-Waiver

11. Marking of Transit Packs

27. Entire Agreement

12. Painting and Protective Coating

28. Headings

13. Manufacturer's Drawings and Instructions

29. Language

14. Notification of Readiness for Delivery

30. Notice

15. Delivery and Partial Shipments

31. Effectiveness of this Contract

16. Breach of Contract & Termination

32. Implementation of Offset Program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k. Any type of documentary credit employed under this Contract, including the standby letter of
credit for Performance Bond or Repayment Guarantee, shall be issued, advised and operated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Publication
No. 600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sofar as they are applicable.
2.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a. The Seller must:
i) Obtain at his own risk and expense any export

1.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
The following expressions have the meaning as set forth below:
a. "SELLER" means any person or organization that furnishes commodity under this contract.
b. "BUYER" means th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Yuseong, Daejeon, Republic of Korea.
c. “Agent” means Korean citizens(s) or business entities, duly incorporated or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not a branch, department, subsidiary,

parent entity,

assignee of the Seller, or an entity in which the Seller beneficially owns controlling interest or
equity and vice versa, who has been employed by the Seller, at its

own discretion and expense,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and assumes all duties under Annex 1 hereto.
d. "Commodity" is the subject matter of transaction under the Contract, other than monies, including
accessories, spare parts, technical data, training, Service and/or any other additions as it may be
applicable, which corresponds with the Commodity Descriptions

and whose specification

corresponds with the Commodity specifications. Any inspection, acceptance tests procedures or
other delivery conditions regarding a Commodity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unless explicitly
specified herein, shall not be construed to b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Commodity."
e. "Service" means those service and/or activities by the Sell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stallation and/or integration. Any inspection, acceptance tests procedures or other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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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and/or the Seller's government

necessary for export of the Commodity, and if required, obtain the approval

approval
from the

governments of other countries related thereto.
ii) Effect Delivery of the Commodity at his own risks and expenses in accordance with delivery
conditions and schedule, and notify the Buyer without delay by tele-transmission that the
Commodity has been delivered.
iii) Strictly abide by the Anti-bribery Provisions shown in Annex 5 attached hereto.
iv) Perform all other obligations (including the Product Liability)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b. The Buyer must :
i) Make payment(s) to the Seller in consideration for Delivery of the Commodity in accordance
with terms, conditions and payment schedule specified in this contract.
ii) Perform all other obligations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3. Performance Bond
a.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is Contract, the Seller shall provide the Buyer a performance bo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erformance Bond) in a definite sum equal to tenpercent (10%) of
- 32 -

the Contract Price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 as specified in

delivered Commodity in accordance with the detailed schedule of proportional reduction. Such

Article 31 of this Section I.

reduction shall not be effected before expiration of ninety (90) days from the date of each

b. The Performance Bond shall be established in the form of cash deposit or standby letter of credit
in favor of the Buyer payable at sight.

In case of the Performance Bond in the form of a cash

deposit, the cash desosit shall be deposited to such bank account as designated by the Buyer. In

Delivery of Commodity.
d. The currency of the Repayment Guarantee shall be expressed in the currency as stipulated in
Article 5 of this Section I.

case of the Performance Bond in the form of standby letter of credit, it should be issued by a

e. The amount of the Repayment Guarantee shall be equal to the advance payment plus its interest

bank rated as of high financial strength grade by international credit rating agencies, such as

which will be accrued until the expiry date of the Repayment Guarantee at the rate of LIBOR

Moody's, S & P, or Fitch IBCA,

plus two percent (2%).

in the format as shown in Annex 3 hereto.

The Performance

Bond may also be in the form of a surety bond when established by the Commission Agent on
behalf of the Seller.

If any delay in the Delivery of the Commodity occurs, the validity of

the Repayment Guarantee shall be extended for the given period, and its amount shall be
increased by the additional interest to be accrued for the extended period of time.

c. The Performance Bond shall not be amended, modified or cancelled without prior consent by the

f. The Repayment Guarantee shall be payable at sight at the counters of the Korean bank nominated

Buyer, and shall be valid until the expiry of the warranty period as specified in Article 6 after

by the Buyer against the Buyer's written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Delivery of the Commodity

the latest date for delivery stipulated in this contract.

has not been performed by reason of the Seller's default or Force Majeure Event.

d. In case the Seller committed a material breach of this Contract as defined in Article 16, title and
ownership of the Performance Bond in the form of cash deposit shall be automatically transferred

5. Payment

to the Buyer, or if the Performance Bond is in the form of standby letter of credit, it shall be

a. The Contract Price will be paid for a given

payable at sight at the counters of the Korean bank nominated by the Buyer upon the Buyer's

b. In case of cash payment, the Seller shall send to the Buyer the documents against which payment

request therefor.

currency specified in this contract.

is made as specified as below hereto by e-mail, or registered airmail, or by telegram or

e. Any payment pursuant to the Performance Bond shall be made in the currency as stipulated in
Article 5 of this Section I, and any amount payable under the Performance Bond in the form of
a letter of credit or a surety bond shall be expressed in such currency.
f. In case any delay in Delivery of Commodity occurs and the latest date of Delivery of

telefax, or fax without undue delay upon delivery of Commodity.

below hereto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Buyer has received and accepted such documents.

ⅰ)

Commodities is consequently extended for a given period, the validity of the Performance Bond
shall be extended for an equal given period.

Upon such an extension, the Seller shall notify the

Buyer through the opening bank without delay.

Seller's failure to extend the validity as such

shall be governed by Article 16 of this Section I.

The Buyer shall remit the

appropriate payment by wire or telegraphic transfer to the Seller's bank account as stipulated
Three(3) original copies of clean receipt of the commodity or other transport document
consigned to th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P.O.Box 35, Yuseong, Daejeon, Korea,
which are issued by the carrier or the freight forwarder,

ⅱ) Three(3)

duly signed copies of the commercial invoice of the Commodity or any part thereof

shipped,

ⅲ) Three(3) duly signed copies of the packing list consisting of representing detailed

packing list.

c. In case of payment by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the Seller shall present the documents to the

4. Repayment Guarantee
a. In case any advance payments is to be paid to the Seller under this Contract, the Seller shall
provide to the Buyer a repayment guarantee in the form of standby letter of credit issued in
favor of the Buyer (the "Repayment Guarantee").

The Repayment Guarantee shall be issued by a

negotiation bank upon delivery of Commodity.

The Buyer shall make the appropriate payment

within twenty-one (21) days after the Buyer has received such documents from the opening bank
of th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bank rated as of high financial strength grade by international credit rating agencies, such as

ⅰ) Five(5) original copies of clean receipt of the commodity or other transport document consigned

Moody's, S & P, or Fitch IBCA. The format of such Repayment Guarantee is shown in Annex 4

to th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P.O.Box 35, Yuseong, Daejeon, Korea, which are

hereto.
b. The Repayment Guarantee shall be established and advised to the Buyer at least fourteen (14)
days before the advance is paid to the Seller.

No advance payment shall be paid to the Seller

in the event that the Seller fails to establish the Repayment Guarantee as stipulated in this
subparagraph.
c. The Repayment Guarantee shall not be amended, adjusted or cancelled without prior consent of
the Buyer, and shall be valid until the expiration of ninety (90) days from the date of Delivery
of Commodity.

Upon each Delivery of Commodity in compliance with this Contract, the amount

of the Repayment Guarantee shall be reduced in proportion to the contract value of each
- 33 -

ⅱ)

issued by the carrier or the freight forwarder named in the documentary credit,
Five(5) duly signed copies of the commercial invoice of the Commodity or any part thereof
shipped,

ⅲ) Five(5) duly signed copies of the packing list consisting of representing detailed packing list,
ⅳ) Five(5) duly signed copies of the certificate for packing conditions issued by B/L issuer's and
the Seller,

ⅴ) Five(5) duly signed copies of the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of Article 9, and

ⅵ) Other documents stipulated in the relevant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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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s

d. Any payment under this Contract, including any advance payment, if any, shall not be made
unless and until the Performance Bond has been established as stipulated in Article 3 hereof.

9. Inspection
a. If independent inspection is stipulated in this contract, the Buyer, within a reasonable time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 shall appoint an inspector to inspect the Commodity prior to
delivery.

6. Warranty
a. The Seller guarantees that at the time of delivery, the Commodity supplied under this contract

b. The Seller shall furnish the inspector with all reasonable facilities and assistance, including records

shall be free from any defects in materials or workmanship and conforms to the requirements of

of all inspection performance made by the Seller to enable the inspector to fulfill his obligation

the contract and that any defective or non-conforming Commodity or any part thereof delivered
shall be repaired or replaced at the Seller's own risk and expenses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Buyer. This guarantee shall continue until twelve(12) months after the date
when the Commodity has been actually delivered to the Buyer or its representative at the place
of destination in Korea.

and responsibilities.
c. The Commodity which has been inspected and acknowledged to be in compliance with all the
requirements of this contract shall be stamped or labeled with the inspector's own emblem.
d. The Seller shall be responsible that the Commodity delivered to the Buyer be the same
commodity described in the certificate of inspection.

b. Where the Buyer has found or recognized any defect in materials and workmanship or any
non-conformance in the commodity delivered during the warranty period, notice to that effect is

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in this contract, any or all inspection fees shall be borne and paid
by the Seller.

sent to the Seller by teletransmission, and if the Seller fails to repair or replace such defective or
non-conforming commodity or such part thereof within a given period of time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Buyer, the Buyer will claim against the Seller a full compensation for i)

10. Packing of the Commodity
a. The Selle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packing the Commodity per unit item both in the interior

the invoice amount of such defective or non-conforming commodity or any part thereof, ii) ten

and in the exterior respectively

percent (10%) of such invoice amount as liquidated damages, iii) any extra costs occasioned by

the Carrier. For the interior (per Unit Packing), the Seller shall indicate the name of the

to ensure safe delivery to the Carrier and to the End-User by

the Buyer procuring similar or substitute goods from other sources, and iv) any other consequent

Commodity, National Stock Number, Part Number on the shipping tag, label, or identification tag

losses.

for easy identification of the Commodity by the End-User, and for the exterior, in accordance

c. When the defective part is repaired or replac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 of the Buyer,

with export packing standard acceptable by the Carrier, the Seller shall make sure to pack the

the repaired or replaced part shall be warranted by the Seller as provided in the preceding

Commodity with sturdy materials such as woods or corrugated cardboard to prevent deterioration,

paragraph(a) for twelve(12) months from time of completion of such repairing or replacement.

breakage, theft, loss of the cargo during delivery and distinguishable with other cargoes in
appearance.
b. The packing shall be done free of any unnecessary weight or freight space. The Seller shall be

7.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a. All the contractual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hall be enumerated in this contract.

Even if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arising from insufficient or inadequate packing. Unless where

there is no express stipulation in this contract, the Commodity or any part thereof to be delivered

inevitable, packing material shall be of environment-affinity. In the event that wooden materials

shall be new product(s) complying with the purpose of the Buyer's procurement, and be

are used for packing of Commodity, such wooden materials must be disinfected in order to

equivalent in all respects to the commodity normally supplied to other buyers by the Seller.
b. In case the Seller furnishes any drawing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the drawing(s) shall be

protect the environment.
c. In each package or container, one (1) copy of the detailed packing list shall be enclosed.

In cas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ual specifications. Such drawing(s) approved by the Buyer at the

the Commodity is packed in special package such as barrel or drum, the detail packing list shall

time of conclusion of this Contract shall make part of this Contract.

be stenciled on the outside of such a special package.

c. In case spare parts are supplied by the Seller, those shall be substantially identical to the original
parts specified in this contract. All fittings and/or accesories necessary for completion of the
equipment which is a part of the Commodity, as specified in this contract shall be furnished by
the Seller without any additional cost charged to the Buyer.

11. Marking of Transit Packs
a. Each package or container shall be marked for
b. Such marking shall cover the following items :

8. Variation in Quantity
No variation in quantity of any item called for by the Seller will be accepted unless such variation
has been caused by conditions of loading, shipping or packing, or allowance in manufacturing
process, and then only to the extent specified elsewhere in this contract.

ⅰ) Consigne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P.O.Box35,Yuseong, Daejeon, Korea,
ⅱ) Reference number of this contract,
ⅲ) Port of discharge,
ⅳ) Number of packages or containers and item numbers & quantity of the Commodity packed or
co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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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mmodity description,
ⅵ) Net and gross weight and cubic measurement,
ⅶ) Seller's marks and/or trade marks,
ⅷ) Caution marks, if applicable,
ⅸ) In the event that wooden materials are used

(iv) Failure to establish the Performance Bond or the Repayment Guarantee, or amend or extend the
validity as required by the Contract:
(v) Failure to perform the

Warranty Obligations stipulated in Article 6 hereof:

(vi) Failure to cure any discrepancy or deficiency of the Commodities within the delivery period:
for packing of the Commodity, mark that

evidences such wooden material to have been disinfected

(vii) Any other significant non-performance of any of the Seller's major obligations stipulated in this
Contract

ⅹ) Other markings required by this contract.

b. Termination
a) If the Seller commits a material breach of this Contract, the Buyer shall send to the Seller a
written notification of such material breach, and if such material breach is not cured by the Seller

12. Painting and Protective Coating
The surface of the Commodity, its assemblies and part(s) thereof shall be painted and/or
applied by protective coating to ensure safe transport and to meet the Buyer's purpose
required, details of such paint and/or protective coating shall be stipulated in

be
of use. If

this contract.

within fifty (50) days from Seller’s receipt of the Buyer’s notification, Buyer is entitled to the
following:
(i) terminate the Contract in whole or in part,
(ii) confiscate the whole amount of the Performance Bond stipulated in Article 3 hereof, and
(iii) confiscate the Repayment Guarantee with the interest accrued thereon pursuant to Article 4

13. Manufacturer's Drawings and Instructions
In case the manufacturer's drawings and/or instructions are necessary for the installation

and/or

the operation of the Commodity, the Seller shall airmail to the Buyer the drawings
instructions prepared in English within the time stipulated in the contract. Other
connection with manufacture’s drawings and instructions shall also be specified in

hereof.

and/or

If it is reasonably proven by the Buyer that the actual damages arising out of the Seller’s material

details in

breach exceeds the amount of the confiscated Performance Bond, Buyer shall be entitled to such

the contract.

excess amount of additional damages.
b) When the Buyer terminates this Contract in whole or in part pursuant to the preceding
subparagraphs a, the Buyer shall notify the Seller to that effect by registered airmail.

14. Notification of Readiness for Delivery
At least fifteen (15) days prior to the scheduled delivery date, the Seller shall notify by
teletransmission
pertinent

the

information

Buyer

of

the

such

as

Contract

readiness

for

number,

delivery.
brief

Such

description

of

notification
the

shall

Commodity

c) If this Contract is terminated in whole or in part pursuant to this Article, the Buyer may

include

procure the commodity which meets the purpose of this Contract from other source of

to

within six (6) months after such termination.

be

In this case, the Seller shall be

delivered, invoice amount and other necessary data.

excess costs to procure such commodity.

15. Delivery and Partial Shipments

any other rights provided in this Article, may request the Seller to deliver and to

supply
liable for any

d) In case the Buyer is entitled to terminate this Contract in part, the Buyer, in addition to
a. Delivery shall be effected upon presentation of a clean "on board ocean vessel" or "charter Party

title of any completed Commodity which has not been delivered or any partially

transfer
completed

"bill of lading, "freight prepaid" or "freight collect", as the case may be, evidencing shipment in

Commodity which the Seller produced or specifically acquired for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accordance with the delivery terms stipulated in this contract.

and the Seller shall, upon direction of the Buyer, protect and preserve

property in the

b. Any partial shipments shall not be allowed without written consent of the Buyer. When the partial

possession of the Seller in which the Buyer has an interest.

shipments are allowed under this contract, the Seller shall submit to the Buyer the written
schedule of partial shipments at the time of making this contract.

17. Liquidated Damages
a.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 16, when the Seller fails to effect shipment or
delivery within the period or time stipulated in this contract and if the Buyer allows the Seller to

16. Breach of Contract & Termination
a. Breach of Contract

make delayed shipment or delivery into the date fixed by the Buyer, the Buyer shall be entitled

a) A party shall be deemed to have committed a material breach when it fails to perform substantial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to deduct from any money due or confiscate the performance bond or make a claim against the
Seller for compensation of the amount of liquidated damages calculated at the rate of one and a

b) Any of the events enumerated below constitutes the Seller's material breach of this Contract:
(i) Failure to effect Delivery of Commodity:

half tenth of one percents (0.15%) per day of the contract amount until such delayed shipment or
delivery is effectively made. However, total liquidated damages for delayed shipment or delivery

(ii) Failure to satisfy all the requirements and/or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as specified in
this contract:

shall not exceed ten percents (10%) of the contract value.
b. Where partial shipments or deliveries are permitted in this contract and if it has been expressly

(iii) Anticipatory repudiation of this Contract by the S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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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ed at a rate of one and a half tenth of one percent(0.15%) per day of the invoice amount
of delayed partial shipment(s) or delivery(ies).
c.

20. Maintenance of Secrecy
a. The Seller shall warrant that any data or information related to this Contract will be held and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where the Seller fails
to effect shipment(s) or delivery(ies) within the period of time stipulated in this contract or fails

preserved as "Confidential Mat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trict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make such delayed shipment or delivery as provid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 of this

b. Regardless of whether marked with "Confidential", all documents and communications by

Article, the Buyer shall have an option to nullify or terminate this contract wholly or partially

teletransmission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not be disclosed in any way without the Buyer'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prior consent.
c. The Seller's obligations provided in this Article shall survive termination or completion of this
Contract.

18. Force Majeure
a. The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delay or failure of Delivery of Commodity which may
arise from causes beyond the Seller's reasonable control such as acts of God, fires, explosions,
strikes, lockouts, riots, civil commotions, mobilizations, threat or existence of war, blockades,
embargoes, requisition of vessels, epidemics, changes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made
after this Contract became effective (the "Force Majeure Event").

a. The Seller shall guarantee that all the prices specified in this Contract do not include any
improper costs, and warrant that this Contract is made directly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b. The Seller shall guarantee that the prices stated in this Contract do not exceed the Seller's regular

b. Upon occurrence of the Force Majeure Event, the Seller shall notify the Buyer by teletransmission
and subsequent airmail within twenty (20) days from such occurrence of Force Majeure Event.
The notification shall be attached by a written certificate issued by the authorized governmental
organization of the applicable country.

21. Proper Contract Price

The certificate shall indicate ;

domestic prices as adjusted by the export differential, and that the prices are not higher than
those stated to other buyers similarly situated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is Contract.
c. The Seller hereby agrees and undertakes that the selling price(s) of the Commodity for the Buyer's
future requirements will be adjusted only within the scope of fluctuations measured by the price

(i) that the Seller could not reasonably foresee occurrence of Force Majeure Event at the time of
execution of the Contract, and

index of the recognized authorities.
d. The Seller's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ii) that the Seller could not control the failure of or the delay in Delivery of Commodity due to

Article will entitle the Buyer to terminate this

Contract and/or to claim refund for excessive price paid.

such Force Majeure Event.
c. In case the Force Majeure Event continues for more than ninety (90) days, and the Buyer judges
the purpose of this Contract to be unattainable, the Buyer may terminate this Contract in whole

22. Charges
Administration

fees,

all banking charges

and other

related charges

including postage, etc.

or in part, and confiscate the whole amount of the Repayment Guarantee. In this case, neither

incurred outside Korea during the Seller's performance of obligation under this Contract,

party of this Contract shall make any claim for compensation of any loss by such termination.

borne by the Seller.

shall be

d.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to both the Seller and the Buyer in connection with the
default or the delay in performing the respective obligations under this Contract due to Force
Majeure Event.

23. Assignment and Novation
The Seller shall not assign, transfer or novate to any third party this Contract or any part
thereof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Buyer.

If the Buyer receives a claim that the Commodity or any part thereof is in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Seller shall, at its own expense and option, conduct the

an

24. Governing Laws

a. Settle the claim in an amicable way such as reconciliation with the claimant;

The formation, validity, construction and

b. Procure for the Buyer the right to use such Commodity in a manner intended in this Contract;
Replace

or

modify

the

Commodity

with

an

equivalent

but

non-infringing

Defend

against

such

claims.

If

any

court

of

competent

by

25. Jurisdiction/Arbitration
jurisdiction

holds

Commodity to constitute infringement, the Seller shall take at its own option one of the
described under a. through c. above.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lternative

commodity that conforms to the specifications of this Contract or
d.

obligations under this Contract shall remain unchanged.

following

actions:

c.

Even if the Seller's legal status as a

business entity is changed by merger and acquisition after this Contract is entered into, its

19.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ctions

a. In the event of disputes, controversies, or

disagreements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ADD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the "Dispute"), the parties shall negotiate in good faith.
However, if the parties fail to reach settlement or resolution after thirty (30) days from the
occurrence of the Dispute, the Dispute shall be finally settled by litigation or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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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 case of arbitration, the Dispute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n arbitration panel in Seoul, the

In case of cash payment, this Contract shall be effective as from the date of affixing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signatures by the Seller and the Buyer. In case of payment by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Contract shall become effective upon occurrence of the following events: 1) affixing

c. The arbitration shall be made by three (3) arbitrators; each one arbitrator nominated by the

by the Seller and the Buyer and 2) establishing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by

this
signatures

the Buyer.

Contractor and the ADD respectively and the third neutral arbitrator nominated by the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arbitrators.

In case the two arbitrators fail to agree to nominate the third

arbitrator,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shall have the right to nominate the third
arbitrator.

32. Implementation of Offset Program
a. Where an appropriate offset program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s determined and is
request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hich acts for and represents the Governments of

d. Any litigation concerning the Dispute shall be settled b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epublic

the Republic of Korea, the Seller shall have an additional obligation to submit the offset proposal

of Korea.

and execute the Memorandum of Agreement thereon in compliance with Korean Defense offset

26. Non-Waiver

b. Unless otherwise agreed in this contract, the Seller shall have a separate and independent

Program Guidelines.
No omission or delay on the part of the Buyer in exercising any right shall be considered
waiver of such rights and any other right hereunder.

as a

performance bond issued for the offset program in the manner as specified in Korean Defense

Buyer

Offset Program Guidelines. However, where the performance bond issued pursuant to Article 4 is

and remedies

also used for the purpose of offset program and if the offset program is neither completed nor

The rights and remedies of the

provided in this Contract shall not be exclusive and in addition to any other rights
provided under this Contract.

fulfilled on or before the expiry of the performance bond issued for this contract, its validity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to the 150th day following the anticipated or agreed date of fulfillment
of the offset program.

27. Entire Agreement
a. All Sections and Annexes of this Contract and any other documents attached thereto constitute the
entire and sole agreement of the parties to this Contract and any other representations,

c. If the Seller fails to perform the obligation stipulated respectively in the preceding paragraphs (a)
and (b), the Buyer may terminate this contract in whole or in part.

agreements, undertakings or proposals not expressed in this Contract are superseded and declared
null and void.
b. No alteration, modification or change of this Contract shall have any effect unless such alteration,
modification or change be made in writing and signed by the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to this Contract.
28. Headings
The headings used throughout this Contract are for convenience and reference only and
not be deemed or construed as limiting or expanding the language of the provisions

shall

to which such

headings may refer.
29. Language
All written notices, communications, data or amendments
pertinent to this contract shall be in the English language.

which

are

required

by

or

30. Notice
Except in cases where otherwise stipulated in this contract, any notice, request, direction, or
other communication required or desired to be given or made, is to be in writing and is
if delivered in person, or sent by e-mail, registered mail, or by telegram or telefax,

effective
or fax, postage

prepaid or charges prepaid, as the case may be.
31. Effectiveness of this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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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NO.(

)

CONTRACT NO.(

)

ANNEX NO.1 TO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SPECIAL PROVISIONS FOR EMPLOYMENT OF THE
SELLER'S COMMISSION AGENT.

ANNEX NO.2 TO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SPECIAL PROVISIONS FOR

PROHIBITION OF ANY DIRECT OR INDIRECT

SALE OF THE COMMODITY TO NORTH KOREA
When the seller makes a written proposal to the effect that the seller would employ a commission
agent defined below for sale of the Commodity specified in the Commodity Descriptions and if the

1. These special provisions are primarily purposed to prohibit any direct or indirect sale of the

Purchaser accepts such written proposal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ules and procedures of the

contractual commodity to North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following clauses

technical data and information.

The contractual commodity stated herein includes any related

of this Annex will be incorporated in and made part of this contract :
2. The Seller hereby warrants that any goods same as or similar to the commodity specified in this
1. The term "commission agent" used herein means a natural or corporated body of Korean

contract shall not be sold or transferred to North Korea.

nationality which is authorized under proper commercial contract to act for and represent the seller for
and in connection with sale of the Commodity specified in the Commodity Descriptions and which has

3. If and when the Purchaser or other governmental agency has obtained any verbal or written

been registered as a commission agent in compliance with the legal procedures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to the effect that the Seller has violated these special provisions, the Purchaser will the

National Defense and which is allowed by the Purchaser to serve as a commission agent for the Seller

confiscate any money stated in the performance bond and in the repayment guarantee and/or make a

in negotiating and making this contract.

definite claim for recovery of all payments made to the Seller and other consequential losses.

2. In case where the Commodity or any part thereof which is actually delivered into the charge of
end-user(s) intended or nominated in this contract does not comply with the specifications or

4. The term "sale" or "transfer" used herein covers lease or release or assignment or any other
possession of the goods designated in these special provisions.

descriptions of the Commodity and/or has any defect(s), the Seller and its commission agent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responsible for such noncompliance or defect(s).

5. These special provisions are hereby incorporated in and made part of this contract.

However,

these special provisions indefinitely survives all other terms and conditions covered by this contract.
3. When the Seller or its commission agent commits and breach of this Annex, the Purchaser will
be entitled to terminate this contract in whole or in part and to confiscate unconditionally the amount
specified in the performance bond.

6. Where a commission agent for the Seller is involved in this contract, these special provisions are
binding upon such commission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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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NO.(

)

CONTRACT NO.(

ANNEX NO.3 TO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M/CONTENT OF STAND-BY LETTER OF CREDIT
FOR PERFORMANCE BOND
NAME OF ISSUING BANK
ADVISING BANK

NAME OF ISSUING BANK
PLACE AND DATE OF ISSUE
ADVISING BANK
BENEFICIARY

CREDIT NUMBER

PLACE AND DATE OF ISSUE

DATE AND PLACE OF EXPIRY
APPLICANT

BENEFICIARY

)
ANNEX NO.4 TO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M/CONTENT OF STAND-BY LETTER OF CREDIT
FOR REPAYMENT GUARANTEE
CREDIT NUMBER
DATE AND PLACE OF EXPIRY
APPLICANT
AMOUNT

AMOUNT
ADVICE FOR THE BENEFICIARY

ADVICE FOR THE BENEFICIARY
Gentlemen:
We hereby issue in your favor this irrevocable stand-by letter of credit which is available by
payment of your sight draft(s) for the whole amount stated herein or part thereof drawn on(Name of
the Advising Bank in Seoul, Korea)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 :
(A) One signed original copy of your written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Applicant has
committed a material breach of the Contract No.

as defined i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16 thereof.
This irrevocable stand-by letter of credit relates to the Contract No.
entered into between the Beneficiary and the Applicant.

which has been

And this credit also relates to an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which is or will be issued in favor of the Applicant pursuant to the related
contract(the "main credit")
If and when the latest date for shipment stipulated in the main credit is extended for a given
period of time, the expiry date stated herein wi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an equal given period
of time longer.
Where any liquidated damages for delayed shipment(s) are paid to the Beneficiary under an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credit, the credit amount will be automatically
increased and reinstated up to the original amount stated herein.
This irrevocable stand-by letter of credit is issued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2007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aris, France, Publication No.
600) and engages us in accordance with all the applicable provisions thereof.

The number and date of

this credit and the name of the issuing bank must be quoted on your draft(s) required.
NAME OF THE ISSUING BANK
(Authorized Signature)

Gentlemen:
We hereby issue in your favor this irrevocable stand-by letter of credit which is available by
payment of your sight draft(s) for the whole amount stated herein or part thereof drawn on(Name of
the Advising Bank in Seoul, Korea)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 :
(A) One signed original copy of your written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delivery of the
commodities under the Contract No.
has not been performed by reason of the Applicant's
default or the force majeure cause.
This irrevocable stand-by letter of credit relates to the Contract No.
which has been
entered into between the Beneficiary and the Applicant. And this credit also relates to an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which is or will be issued in favor of the Applicant pursuant to the related
contract(the "main credit")
The amount stated herein covers and represents the advance(s) which is(are) paid to the Applicant
under an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main credit, and the interest(s) thereon
which will accrue until the expiry date stated herein.
Where the commencing date of interest
calculation is not specified in the main credit the date of issue stated herein is considered to be the
commencing date of interest calculation.
If and when the latest date for shipment stipulated in the main credit is extended for a given
period of time, the expiry date stated herein wi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an equal given period
time longer. An the amount of this credit will be accordingly increased by the interest which will
accrue for such extended period of time.
Pro rata reduction(s) of the amount stated herein will be effected only when all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met: (1) partial shipments or shipment by instalments are allowed in the main credit,
(2) the main credit includes an express wording to the effect that the related contract is of divisible
nature, and (3) the detailed schedule of such pro rata reduction(s) is attached hereto.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requirements, such pro rata reduction shall not be effected prior to expiration of ninety
(90) days after the date of the corresponding partial shipment or instalment shipment.
This irrevocable stand-by letter of credit is issued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2007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aris, France, Publication No.
600) and engages us in accordance with all the applicable provisions thereof. The number and date of
this credit and the name of the issuing bank must be quoted on your draft(s) required.
NAME OF THE ISSUING BANK
(Authorized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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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한글판)

Contract Number : ____________________

일 반 조 건
Annex 5. ANTIBRIBERY PROVISIONS

내 용

TO BE STRICTLY OBSERVED BY THE SELLER
1.

2.

1. 용어의 정의 및 해석기준

17. 지체상금

2. 계약의 이행

18. 불가항력

of the Seller, or any person acting for and on behalf of the Seller has not made any payment to

3. 계약이행보증

19. 지적재산권

any official or employee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ny person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for

4. 선금환급보증

20. 보안유지

the purpose of improperly obtaining award of this Contract before or until the definite conclusion

5. 대금결제

21. 계약가격의 적정성

of this Contract.

6. 담보책임

22. 비용

7. 물품사양

23. 양도 및 당사자 대체

8. 양의 변경

24. 준거법

9. 검사

25. 중재/재판관할

The Seller hereby affirms that any individual, officer, director, employee, or commission agent

The Seller further ensures that any bribery shall not be made or promised by the Seller or
any person acting for and on behalf of the Seller with corrupt intent for the purpose of

10. 물품포장

26. 불포기

11. 운송포장의 표기

27. 완전합의

12. 도색 및 보호피막

28. 표제어

Purchaser shall have the right to confiscate the whole amount of the Performance Bond without

13. 도면 및 제작자 설명서

29. 언어

any qualification and to terminate this Contract or any part thereof.

14. 인도준비 완료통지

30. 통지

15. 인도 및 분할선적

31. 계약의 발효

16.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

32. 절충교역 계획의 이행

improperly performing its obligations set forth in this Contract.
3.

4.

If the Seller violates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1 and/or Paragraph 2, the

The Seller fully recognizes that the Seller's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above Paragraph
1 and/or Paragraph 2 shall be the subject of criminal actions under the Criminal Low of the
Republic of Korea.

1. 용어의 정의 및 해석기준
다음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5.

The term "any payment" used in the above Paragraph 1 means paying, offering, promising to

a. "매도인" 이라함은 본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제공하는 자 또는 업체를 의미한다.

pay (or authorizing to pay or offer) money or anything of value. And the term "any bribery"

b. "매수인" 이라함은 대한민국 대전 소재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의미한다.

used in the above Paragraph 2 is the act of offering a bribe as prescribed in Article 133 of the

c. 대리인 이란 매도인의 지사, 부서, 모사 및 자사, 양수인 또는 매도인이 지배주주인 회사 등

Crimina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을 제외하고, 매도인이 임의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의 재량과 비용으로 채용된 대한민국
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본 장 부록 1의 모든 의무를 취한다.
d. 물품이란 본 계약의 목적물로서, 부속물, 부품, 기술 자료집, 교육, 용역 및/또는 기타
부가물이

포함되며,

본

계약

물품

사양서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언급 하지 않는 한, 물품에 대한 검사, 검수, 수락 검사 등은
"물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e.

용역이란

물품의

설치

및/또는

통합을

포함하는

용역이다.

하지만,

물품명세서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물품에 대한 검사, 검수, 수락 검사 등은 "용역"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f.

물품의 인도란 본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계약서에서 명시된 인도조건과
일정에 의거한 유형물품의 인도뿐만 아니라, 이행 일정, 조건, 절차 등에 의거한 무형
물품(교육, 용역 등)의 이행을 포함한다.

g. 운송인이란 매수인과의 운송계약에 의거, 물품의 운송을 맡은 자를 말한다.
h. 총 계약금액이란, 본 계약에 의해 매수인이 매도인이 제공한 물품의 대가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미화 및 다른 통화를 말한다.
i. 기간이 "일수"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은 계속적 방법으로 계산한다."며칠부터 며칠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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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기간은 표시초일과 표시말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1장 제16조(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의 규정이 적용된다.

j. 본 계약의 양 당사자가 별도로 서면합의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명시된 운송인 인도 조건.
본선 인도조건, 운임포함 조건 또는 기타 인도 조건은 무역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2000
(국제 상업 회의소, 공표 제560호)에 따라 규율한다.

a. 본 계약에 의해 선금이 지급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수익자로 한 보증신용장 형태의 선금

k.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선금환급보증을 위한 보증신용장을 포함하여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개설되는

모든

신용장은,

적용가능

범위내에서

4. 선금환급보증

신용장

통일규칙

(2007

개정.

국제

상업회의소, 공표 제600호) 에 의하여 개설, 통지, 운용된다.

환급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동 보증은 Moody's, S & P 또는 Fitch IBCA와 같은 국제 신

용 평가 기관에 의해 우량 재정등급으로 판정 받은 은행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하며, 그 양식
은 부칙 제4호와 같다.
b. 매도인은 선금이 지급되기 최소한 14일 전에 선금환급보증을 설정하여 매수인 에게 통지되어

2. 계약의 이행

야 한다. 매도인이 선금 환급보증을 이와 같이 설정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에게 선금이 지급

a. 매도인은

되지 않는다.

I)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 및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매도인의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물품의 수출과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한다.
ii) 계약서의 물품명세서에 따라 매수인에게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인도 완료 사실을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전송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c. 선금 환급보증은 매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없으며, 물품의 인도
일로부터 90일까지 유효하여야 한다.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매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약정

된 비례 감액의 세부 계획에 의거, 선금 환급보증의 금액은 비례적으로 감액되나, 동 비례적
감액은 각 인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

iii) 본 장 부칙 제5호에 정한 뇌물공여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d. 선금 환급보증의 통화는 약정된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iv) 그 외에 본 계약서와 관련된 기타 의무(제조물책임 포함)를 이행하여야 한다.

e. 선금 환급보증의 금액은 선금액에 동 보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LIBOR + 2%의 이자율로

b. 매수인은

발생되는 이자액을 합한 금액과 동액이어야 한다.

I) 매도인의 물품의 인도에 대한 대가로 본 계약서 의거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
다.

는

일정 기간만큼의 물품의 인도 지연이 있

경우, 그 기간만큼 동 보증의 유효기간도 연장되어야 하며, 보증금액은 동 연장기간 동

안 발생하는 추가이자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ii) 그 외에 본 계약서와 관련된 기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f. 선금 환급보증은 매수인이 지정한 한국의 은행에서, 매도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물품이 인도되지 못 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매수인의 서면 청구에 의해, 일람불로 지급

3. 계약이행보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a. 본 계약에서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본 제1장 제 31조에 규정된 본 계약의 발효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보증(이하 계약이행
보증이라 한다)으로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 예치 또는 매수인을 수익자로 하는 일람불 지급 조건을 명시하는 보
증신용장의 형태로 설정되어야 한다.

현금예치 형태의 계약이행보증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5. 대금결제
a. 매수인은 계약금액을 계약서에 명시된 해당화폐로 지급하기로 한다.
b. 송금방식의 경우,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 후, 아래에 명시된 현금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전보, 등기 항공우편, 전신, e-mail, 또는 팩스로 매수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은행계좌에 현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하며, 보증신용장의 경우 그 보증신용장은 Moody's, S

그러한 서류를 수령한 후 30일 내에 매도인의 은행구좌로 계약금액을 전신환으로 송금한다.

& P 또는 Fitch IBCA와 같은 국제 신용 평가 기관에 의해 우량 재정등급으로 판정 받은 은

ⅰ) 운송인 또는 화물운송업자가 대한민국 대전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국방과학연구소를

행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하고, 그 양식은 부칙 제3호와 같다. 대리인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설정하는 경우에는 보증증권의 형태로도 설정이 가능하다
c. 계약이행보증금은 매수인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 수정, 또는 취소될 수 없으며, 본 계약
제6조에서 규정된 담보책임 만료까지 효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d. 매도인이 제1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본 계약의 중요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현금으로 설정된
계약이행보증금은 자동적으로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보증신용장으로 설정된 계
약 이행보증금의 경우, 매수인의 청구에 의하여 매수인이 지정한 한국의 은행 에서 일람불
지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수하인으로 지정하고 발행한 물품의 무사고 수취증 또는 기타 운송서류 원본 3부
ⅱ) 정식으로 서명된 당해 상품 또는 그 일부의 상업송장 3부
ⅲ) 세부포장 명세서로 이루어진 정식 서명된 포장명세서 3부
c. 신용장 방식의 경우,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 후 아래에 명시된 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출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서류를 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부터 수령 후 21일 내에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ⅰ) 신용장에 기재된 운송인 또는 화물운송업자가 대한민국 대전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국
방과학연구소를 수하인으로 지정하고 발행한 상품의 무사고 수취증 또는 기타 운송서류

e. 계약이행보증에 따른 지급통화는 본 제1장 제5조 a..항에서 규정된 통화이어야 하며, 보증신
용장이나 보증증권의 경우에는 지불될 금액이 그 규정된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f. 물품의 인도가 지연되어 최종 인도일 이 지연될 경우, 그 연장된 기간만큼 계약 이행보증금

원본 5부
ⅱ) 정식으로 서명된 당해 상품 또는 그 일부의 상업송장 5부
ⅲ) 세부포장 명세서로 이루어진 정식 서명된 포장명세서 5부

의 유효기일도 연장되어야 하며, 매도인은 즉시, 연장에 관한 사항을 개설은행을 통하여 매

ⅳ) 매도인과 B/L 발행자가 발행하고 정식으로 서명된 포장상태증명서 5부

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일 매도인이 본 항과 같이 유효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는 본

ⅴ)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발행되고 정식으로 서명된 검사증명서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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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관련 취소불능 신용장에 기재된 기타 서류

의 날인이나 딱지를 붙여야 한다.

d. 선금을 포함하여, 본 계약 하의 어떠한 금액도 계약이행보증금이 제3조에서 약정된 대로 설

d.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도된 상품이 검사확인서에 기재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임을 확인할

정되지 않는 한 지급되지 않는다.

책임이 있다.
e.

본 계약에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검사수수료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6. 담보책임
a. 매도인은 물품인도시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상품이 재질 혹은 세공 등에 있어서 여하한

10. 물품포장

결함이 없고 계약의 요구사항과 일치함을 보증하며, 인도된 물품이나 그에 따른 부분에 결함

a. 매도인은, 물품이 안전하게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운송인에 의하여 안전하게 최종 수요자에게

이 있거나 불일치할 경우에는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매도인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리거

수송될수 있도록, 부품의 특성에 따라 내포장(낱개포장) 및 외표장을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나 대체한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하며, 내포장(낱개포장)에는 꼬리표, 부착물, 명찰 등 최종수요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

이러한 보증은 당해 상품이 대한민국내의 지정목적지

에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실제로 인도된 때로부터 12개월간 지속된다.

록 품명, 재고번호 및 부품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b. 매수인은 보증기간동안 인도된 상품의 재질이나 세공상의 결함이나 불일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포장은 운송인이 수용가능한 수출표준 외포장으로 하여야하며, 수송중 화물의 변질, 파손,

인식한 경우, 당해 사실을 전신(또는 전보)으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도인이 매수

도난,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목재나 골판지 등의 튼튼한 소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하되

인의 지시에 따라 지정기간이내에 동 결함 또는 불일치 상품이나 그러한 부분을 수리 또는

외관상 다른 화물과 구분할수 있는 화물 단위로 포장하여야 한다.

대체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i) 동 하자상품이나 하자부분의 송장금액 ii) 동

b. 물품포장시 운임이 최소화되도록 불 필요한 중량이나 적재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

송장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의 예상액 iii) 다른 공급원으로 부터 유사 혹은 대체상

며, 불층분하거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포

품을 구입하는데 매수인이 부담하는 초과비용 및 iv) 기타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장물질의 재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경 친화적인 것이어야 하며, 목재를 사용하여

있다.

포장을 할 경우에는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완료 후 물품을 선

c.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결함부분이 수리되거나 대체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동 수리 또는 대체
부분을 위(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리나 대체완료 후 12개월간 보증하여야 된다.

적 하여야 한다.
c.

각 포장 또는 콘테이너 마다 세부 포장명세서 1부가 동봉되어야 하며, 배럴, 드럼 등 특수한
포장단위일 경우에는 세부포장명세가 포장외부에 형판인쇄 되어야 한다.

7. 물품사양
a. 물품의 사양은

계약서에서 명시되고, 또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더라도, 공급되는 물

11. 운송포장의 표기

품이나 그 일부는 모든 면에서 매수인의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신품이어야 하며, 매도인이 통

a. 각 포장단위 또는 콘테이너는 적송품이 신속, 용이하게 식별될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상적으로 타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등한 성능의 것이어야 한다.

b. 동 표시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된다:

b. 본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도면을 매도인이 제출할 경우 모든 도면은 물품의 사양과 일

i) 수하인: 대한민국, 대전,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국방과학연구소

치해야 하며, 동 도면이 계약체결 당시 매수인에 의해 승인된 경우,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

ii) 계약 참조번호

한다.

iii) 하역항

c. 매도인에 의하여 예비부품이 공급되는 경우,

원 부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iv) 포장 또는 콘테이너 번호와 포장 또는 내장된 물품의 품목번호 및 수량

장비, 또는 물품의 완성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매수인에게 어떠한 추가비용을 부과하지 않

v) 물품명세

고 공급 되어야 한다.

vi) 순 중량 및 총 중량 그리고 용적
vii) 매도인 표지 및/또는 등록상표

8. 양의 변경

viii) 가능하다면 주의표시

매도인이 요구한 여하한 물품량의 변경은 그러한 변경이 적재, 선적, 또는 포장의 상태나 제조

ix) 목재포장지를 이용하여 물품 선적 시 소독처리 마크

과정상의 여유로 인한 것일때 허용되나, 그것은 본 계약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한도내에서만

x) 기타 본 계약에서 요구되는 표식

가능한다.
12. 도색 및 보호피막
9. 검사

본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물품, 그 결합체 및 부품 등은, 물품이 안전하게 운송되고 물품의 성

a. 본 계약에서 독립적인 검사가 규정된 경우에, 본 계약의 유효일로부터 적절한 시간이내에
매수인은 상품의 인도전에 상품의 검사를 위하여 검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b. 매도인은 검사인이 그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매도인 작성의 모든 검사 실적기록

능이 매수인의 사용목적을 충족시키도록, 그 표면에 도색 및/또는 보호피막 처리를 하여야하며,
도색 및/또는 보호 피막의 세부사항에 대한 명시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약정한
다.

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시설과 지원을 검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c.

검사인은 검사결과 본 계약의 요구조건과 일치되는 것으로 인정된 상품에 대하여 자신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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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면 및 제작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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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물품의 설치 및/또는 운용을 위하여 제작자의 도면 및/또는 지시서가
필요한 경우, 매도인은 이를 영문으로 작성, 계약서에서 약정된 기일 내에 매수인에게 항공 우
송하여야 한다. 제작자 도면 및 지시서와 관련한 기타 사항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다.

내에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본 계약의 목적에 부합 되는 물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초과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이다.
d) 본 계약의 일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본 조에 규정된 권리 이외에, 인도되지
않고 있는 완제품이나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반제품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요

14. 인도준비 완료통지

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매수인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매도인 소유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준비에 관하여 매수인과 운송인에게 전송 통지한다. 동 통지는 계약번호,

의 재산을 보호 및 보존하여야 한다.

인도될 물품에 관한 간단한 명세, 송장금액 등과 같은 관련자료들을 포함하여 최소한 인도예정
일 15일 전에 해야 한다.

17. 지체상금
a.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시일이내에 선적이나 인도를 하지

15. 인도 및 분할선적

못한 경우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정한 일자까지 선적 또는 인도의 지연을 인정한

a. 인도는 본 계약에 기재된 인도용어에 따른 운송을 증명하는 "무사고 선적증"

또는 "용선 선

경우 매수인은 여하한 대금으로부터 삭감 또는 이행보증금을 몰수하거나, 동 지연선적 또는

화증권", "운임지급필" 또는 "운임후불" 과 같은 관례상 인정되고 있는 서류의 제시로 실행

인도가 완전하게 이행될 때까지 동 계약금에 대하여 1일 0.15%율로 계산된 예정손해배상액

된다.

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연선적 또는 인도에 대한 예정손해배상액은 계약

b. 매수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분할선적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 계약에 의하여 분할선적이 허용

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본 계약체결 당시에 분할선적 일정을 서면으로 매수인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b. 본 계약에서 분할선적이나 인도가 허용된 경우와 본 계약이 가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명
백히 합의한 경우에 본조에 따른 예정손해배상액은 지연된 분할선적 또는 인도물의 송장금
액으로부터 1일당 0.15% 비율로 계산된다.

16.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

c. 본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본 계약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선적이행이나 인도를

a. 계약불이행

하지 못하거나 본조 전(a)항에 규정된 지연선적을 하거나 인도를 하지못한 경우, 매수인은

a) "계약불이행"이란 본 계약상의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제16조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하거나 종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b) 아래 열거한 경우는 계약불이행에 해당 한다:

다.

i) 본 계약에서 약정한 기간 내에 물품의 인도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ii) 본 계약에 명시된 물품의 모든 성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iii) 매도인이 이행기일 이전에 본 계약 의 이행 을 거절하는 경우
iv)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선금 환급 보증을 설정하지 않거나, 본 계약이 요구하는 설정조건
변경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v) 제6조에 규정된 하자보증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vi) 이종품, 부족품이 인도되어 납기 내에 치유하지 못한 경우
vii) 기타, 매도인이 본 계약상의 주요 의무를 기본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b. 계약해제

18. 불가항력
a. 매도인은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원인 예를 들면,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
동, 소요, 동원령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본 계약
발효 이후의 관련법령 개정 (이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물품 인도의 불이행이나 물품 또
는 그 일부의 인도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b. 매도인은 불가항력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송통보 및 항공우송의 방법으로 그 발
생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 통지문에는 그러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물
품의 제조 또는 인도에 영향을 받은 국가의 공인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

a) 매도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이를 매도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매도인
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후까지 계약불이행을 치유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i)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고,
ii) 제3조에 규정된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수하며,
iii) 매도인에게 지급된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이자를 제4조에 규정된 선금환급보증 조
항에 의거, 회수할 수 있다.

며, 다음 사실을 입증 하여야 한다:
i) 매도인이 본 계약체결 당시 해당 불가항력 사유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고,
ii) 해당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인도 불이행이나 지연을 매도인이 적절히 통제할 수 없었음.
c. 불가항력 사유가 90일 이상 존속되어 매수인의 물품 구매 목적이 충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본 계약은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선금환급보증을 추심할 수 있다. 이
러한 경우 본 계약 당사자는 그 해제/해지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합리적인 입증 여부에 따라,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몰수된 계약이행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할 경우, 매수인은 초과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을 매도인으로부터 지급 받을

d. 본 조항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나 지연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에게 공히 적용된다.

수 있다.
b) 매수인이 전항 a)에 의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경우 매수인은 등기 항공
우편으로 그 취지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 본 조항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된 경우, 매수인은 해제/해지 후 6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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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적재산권
물품 또는 그 일부분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소의 제기, 또는 기타 주장에 대하여,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과 선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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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적재산권침해 주장자와의 화해 등 원만한 분쟁 해결,

중재에 의거 최종 판정된다.

b. 매수인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침해 주장 물품의 사용권획득,

c. 국과연과 계약자가 각기 지정한 1명씩 중재인과, 중재인들이 합의한 제3의 중립 중재인, 도합

c. 지적재산권침해 주장 물품을 본 계약에 부합하는 동등하면서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물품으로의 대체 또는 변형, 또는

3명에 의해 중재되며, 제3의 중립 중재인의 선정에 대해 중재인들이 합의하지 못 할 경우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임명한다.

d. 지적재산권침해 소송에 대한 응소 등 대응.

법원으로부터 지적재산권침해의 판결이 있을 경

d. 분쟁이나 이견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한국, 서울중앙지방 법원으로 한다.

우 매도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상기 a.항 내지 c.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6. 불포기
20. 보안유지

이하 어떠한 권리의 실행에 있어 매수인 측의 부작위 또는 지연은 그 권리 및 기타의 권리에

a. 매도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는 여하한 자료나 정보도 한국의 보안관련 법규와 엄격히 일치하
도록 "한국의 비밀사항"으로서 관리 및 보존할 것을 보증한다.

대한 포기로 되지 않는다.

본 계약의 각 조에 규정된 매수인의 권리와 방책은 유일한 것이 아

니며, 본 계약에 규정된 기타 권리 및 방책에 대한 부가사항이 아니다.

b. "비밀"표시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 계약과 관련되는 서류 및 전신은 어떤 방법으로도 매수인
의 사전승인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27. 완전합의

c. 본 조에 규정된 매도인의 책임은, 본 계약의 종결 또는 이행 완료 후에도 지속된다.

a. 본 계약의 모든 장과 부칙 및 그에 의거 첨부된 기타의 서류는 본 계약에 대한 양 당사자의
완전하고 유일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표현, 합의, 확약 또는

21. 계약가격의 적정성

제안은 무효이다.

a. 매도인은 본 계약에 명기된 일체의 가격에 어떠한 부적정 가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보장
하며, 본 계약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 체결됨을 보장한다.

b. 본 계약에 대한 대체, 수정, 또는 변경은 계약 당사자가 정당하게 인정한 대표자에 의하여 서
면으로 작성, 서명되지 않은 한 어떠한 효력도 발하지 못한다.

b. 매도인은 기재된 가격이 수출관례에 따른 정상 국내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가격이 계약
체결 당시 유사한 경우의 다른 매수인에게 제시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장한다.
c. 매도인은 매수인의 장래 소요에 대한 물품판매 가격을 인정된 기관의 가격지수에 의거 산정
된 물가변동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것을 동의 확약한다.

28. 표제어
본 계약 전반에 걸쳐 사용된 표제어는 편의상 참고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표제어가 가리키
는 규정의 문언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d. 매도인이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할 때,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기 지불된 초과
가격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29. 언어
본 계약에서 요구되거나 관련되는 모든 서면 통지, 의사소통, 자료 또는 수정사항은 영어로

22. 비용

표기된다

매도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한국 외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 제반 은행비용 및
기타 우편료를 포함하는 관련비용 등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30. 통지
본 계약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 요구, 지시, 기타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23. 양도 및 당사자 대체

하여야 하고, 사람이 직접 전달하거나 경우에 따라 우편요금 또는 부과료가 미리 선불로 지급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된 전보, 등기우편, 전신 또는 e-mail, 또는 팩스로 도달될 때 효과가 발생한다.

하거나, 제3자를 새로운 계약 당사자로 대체할 수 없으며, 본 계약 체결이후 제3자와의 흡수/합
병으로 사업체로서의 계약자의 법률적 지위가 변경될 경우에도

본 계약하의 매도인의 의무는

존속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 계약의 발효
송금방식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한 일자로부터 계약이 발효되며 신용장 방식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효된다: 1)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한 일자와 2) 매수인이 신용

24. 준거법

장을 개설한 때

본 계약의 성립, 유효성, 해석 및 이행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32. 절충교역 계획의 이행
25. 중재/재판관할

a. 본 계약과 관련한 절충교역계획이 대한민국 국방부에 의해 결정되고 요청된 경우에는 매도인

a.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자와 국과연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나 이견(이하 "분
쟁")은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최종적으로
중재나 소송에 의하여 해결한다.

은 한국 국방절충교역 계획지침에 따른 절충교역 제안서의 제출과 절충교역합의서의 이행의
무를 추가로 부담한다.
b. 본 계약에서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한국 국방절충교역 계획지침에 규정된 대로

b. 분쟁이나 이견에 관한 중재의 경우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한국, 서울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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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계획을 위해 별개의 독립된 계약 이행보증금을 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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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부록 1번

따라 발행된 계약이행보증금이 절충교역계획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절충교역계획이 본 계
약을 위해 발행된 계약이행보증금의 만료일이나 그전에 완료되거나 충족되지 못한 경우, 그

매도인의 중개인 이용에 관한 특수조건

유효기간은 절충교역 계획완성을 위해 예상되거나 합의된 기간후 150일까지 자동적으로 연
장된다.
c. 매도인이 위(a)(b)항에서 규정된 의무사항을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 매수인은 본 계약의 전부

매도인이 제Ⅲ장에서 명시된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중개인을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서면 제안을

또는 일부를 종결시킬 수 있다.

하여 매수인이 대한민국 국방부의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승낙하면 본 부칙의 아래규정이 본
계약에 통합되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1.

“중개인(commission agent)" 이라함은 상품명세서에 명시된 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매도인을
대표하며, 매도인을 위하여 행위를 하도록 적절한 상업계약(commercial contract)에 의거 권한
이 부여되고, 국방부의 적법 절차에 따라 중개인으로서 등록되어, 본 계약협상 및 체결에 있
어서 매도인을 위하여 중개인의 역할을 하도록 매수인이 인정한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 또
는 법인을 말한다.

2.

본 계약에서 예정 또는 지정된 최종 수요자에게 인도된 상품 또는 그 일부가 상품의 규격 또
는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결점이 있을 때, 매도인과 매도인의 중개인은 그 불일치 또는
결함사항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3. 매수인은 매도인 또는 매도인의 중개인이 본 부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에 기재된 이행 보증금을 무조건 몰수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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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일반조건 부록 2번

계약일반조건 부록 3번

당해 상품의 북한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판매의 금지를 위한 특수조건

계약보증금용 보증신용장의 형식/내용

본 특수조항은 북한에 대한 계약물품의 직간접판매금지를 주목적으로 한다.

기재된 계약상

의 물품에는 관련 기술자료와 정보를 포함한다.
2.

매도인은 본 계약에 명시된 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이 북한에

판매 또는 이전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3.

매수인 또는 기타 정부기관이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매도인이 본 특수조건에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지득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이행보증금과 환불보증금을 몰수하고(하거나) 매도인에게
지불된 금액의 환불과 기타 관련손실에 대한 회복을 청구한다.

4.

본 조항에 사용된 “판매” 또는 “이전” 에는 본 특수조항에서 지정한 상품의 대여, 양도,
할당 또는 기타의 소유를 포함한다.

5.

신용장 번호

개설장소 및 일자

효력 만료일자 및 장소

통지은행

개설 의뢰인

수익자

금 액

수익자에 대한 통지
당행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여기에 기재된 전체금액 또는 그 일부금액에 대하여 (한국 서울
통지은행명)은행앞으로 발행된 일람불어음에 의거 대금지불이 가능한 취소불능 보증신용장을 귀하
를 수익자로하여 개설한다.
(A) 개설의뢰인이 계약서(번호 :

)의 일반조건 제16조에 정의된 중요사항을 위반했다

는 취지의 귀하의 서명된 서면 원본 1부.
본 취소불능 보증신용장은 수익자와 개설의뢰인 간에 체결된 계약번호

과 관련하며,

또한 관련서(“주계약”)에 의거 개설의뢰인을 수익자로 개설된 또는 개설될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본 특수조항은 본계약에 통합되어 그 일부를 구성한다.
규정하는 제반조건과 관계없이 무한정 효력을

6.

개설은행용

그러나 본 특수조항은 이 계약에서

갖는다.

매도인의 중개인이 본계약과 관련된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은 동 중개인을 구속한다.

과 관련됨.
주계약서에 명기된 최종선적일이 주어진 기간만큼 연장된 경우 여기에 기재된 효력만료일자는
주어진 기간만큼 또는 그 이상 자동 연장된 것임.
만일 여하한 지체상금이 본 신용장의 조건에 의거 수익자에게 지불되는 경우 신용장 금액을
여기에 기재된 원래금액까지 자동증액되어 원상회복될 것임.
취소불능 보증신용장은 화환신용장 통일규칙(2007년 개정, 국제상공회의소, 프랑스 파리, 공표번
호 600)에 의거 개설되며 당행에서는 동 규칙의 모든 적용규정에 의거 지급보증한다.
의 번호와 일자 및 개설은행명은 귀하의 작성어음에 인용되어야 한다.
개설은행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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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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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용장

계약일반조건 부록 4번

계약번호 : ____________________

환불보증금용 보증신용장의 형식/내용
개설은행용

신용장 번호

개설장소 및 일자

효력 만료일자 및 장소

통지은행

개설 의뢰인

수익자

금 액

계약일반조건 부록 5번
매도인이 엄격히 준수하여 할 뇌물 공여금지규정
1.

매도인은 이 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될 때까지 한국의 공무원이나 사용인 또는 공적 자
격이 있는 자에게 이 계약을 부당하게 낙찰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개인, 임원, 이사,

직원

이나 대리상 또는 매도인을 대신하는 자가 어떠한 지급도 하지 않았음을 이에 확인한다.
수익자에 대한 통지
2.
당행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여기에 기재된 전체금액 또는 그 일부금액에 대하여 (한국 서울

매도인은 더구나 이 계약에 약정되어 있는 계약의무를 부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매도
인이 또는 매도인을 대신하는 자가 부정한 의도로 뇌물공여 또는 이의 약속을 하지 않을

통지은행명)은행앞으로 발행된 일람불어음에 의거 대금지불이 가능한 취소불능 보증신용장을 귀하

것을 확약한다.

를 수익자로하여 개설한다.
(A) 개설의뢰인이 계약불이행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서(번호 :

)의 물품인도가 완료

3.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귀하의 서명된 서면 원본 1부.

매도인이 제1항 및/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다면, 매수인은 계약 이행 보증금 전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몰수 하고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권리를 갖는다.

본 취소불능 보증신용장은 수익자와 개설의뢰인 간에 체결된 계약번호

과 관련하며,

또한 관련서(“주계약”)에 의거 개설의뢰인을 수익자로 개설된 또는 개설될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4.

과 관련됨.

매도인 앞의 제1항 및/또는 제2항을 매도인이 위반하는 것은 한국의 형법에 의거하는 형
사처분의 대상이 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한다.

여기에 기재된 금액은 주 계약서의 조건에 의거 개설의뢰인에게 지불되는 선금급과 여기에 기
재된 효력 만료일까지 발생될 이자를 지불보증하는 것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만일 주 계약서에 이자계산 기산일이

여기에 기재된 개설일자를 이자계산 기산일로 간주한다.

5.

앞의 제1항에 사용된 "지급"이라는 용어는 금전 또는 대가를 지급,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
하는 것 또는 지급이나 제공을 수권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앞의 제2항에 사용된 "뇌물

주계약서에 명기된 최종선적일이 주어진 기간만큼 연장된 경우 여기에 기재된 효력만료일자는

공여"라는 용어는 한국 형법 제133조에서 규정하는 뇌물의 제공행위이다.

주어진 기간만큼 또는 그 이상 자동 연장된 것이며, 따라서 본 신용장 금액은 동 연장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만큼 증액될 것임.
여기에 기재된 금액의 비례적 감소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1) 부분선적 또는 균등분할선적이 주 신용장에서 허용되며,
(2) 주 신용장에 관련계약이 가분성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음.
(3) 동 비례감소의 세부계획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위의 열거된 조건에 불구하고 동 비례감소는 관련 부분선적 또는 균등분할 선적일 후 9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
취소불능 보증신용장은 화환신용장 통일규칙(2007년 개정, 국제상공회의소, 프랑스 파리, 공표번
호 600)에 의거 개설되며 당행에서는 동 규칙의 모든 적용규정에 의거 지급보증한다.

본 신용장

은 번호와 일자 및 개설은행명은 귀하의 작성어음에 인용되어야 한다.
개설은행명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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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CERTIFICATE FOR PACKING CONDITIONS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집행하
SHIPPER

:

CONSIGNEE

:

NOTIFY PARTY

(SHIPPER'S REF)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L/C NO

:

P/O NO

:

는 공사․물품․용역구매 제작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

PORT OF LOADING :

DESTINATION :

ITEM DESCRIPTION :

SPECIAL CONDITIONS :

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Q'TY & MATERIAL OF PKG :

내용을 그대로 국방과학연구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

GROSS WEIGHT :

고 준수하여야 한다.

MEASUREMENT :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
WE DO HEREBY CERTIFY THAT ABOVE COMMODITIES ARE PACKED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

UNDER STANDARD PACKING CONDITIONS.

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

ISSUING DATE :
(SHIPPER'S SIGNATURE)

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
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
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WE HEREBY CERTIFY THAT ABOVE COMMODITIES ARE RECEIVED BY THE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

UNDERSIGNED WITH STANDARD PACKING CONDITIONS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DATE :

MAWB NO. OR HAWB NO. :
VESSEL NAME/FLT NO.

: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CARRIER'S SIGNATURE)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NAME OF CARRIER)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
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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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소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기하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처리에 대
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
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
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
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방과학연구
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
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
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연구소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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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구매 등(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 포함)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국

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과학연구소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
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
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
으로도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
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

여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

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해제 또는 해지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한다.

하지 않는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
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
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시행하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
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기간동안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

는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
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는 방위사업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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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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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서약 취지
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년

월

외자구매 보안 준수사항

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1. 외자구매시 보안 준수사항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가. 외자구매는 직접 공급자를 통하여 구매함이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국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내 오파상을 통해 구매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나. 외자가 비밀인 경우, 연구소에서 외국 상사와 직접 거래하거나 정부에

3. 위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취소ㆍ해제ㆍ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국

서 지정한 기관을 통하여 거래

방과학연구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 서약집행등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다.

다. 일반 외자구매시에도 연구소 사업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밀일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경우와 동일하게 실시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라. 외자 수송은 국내 선박 및 항공편 이용이 원칙

5. 방위사업과 관련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마. 비밀 외주구매 관계서류 외국 수발은 외교행랑 이용

6. 방위사업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관계자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하며,

바. 비밀 외자수입 및 통관은 방산훈령 제124조에 의거 제반 보안요건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지득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자격요건을 구비한 수출관련업체(무역업체, 관세사 및 국외소송업체)를 이용

하지 아니한다.
7.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20
서약자 :

회사(업체코드:

) 대표 또는 임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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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서 연구, 개발 또는 제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하여 장소를

비밀보호 특약조항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갑은 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제 1조(보안책임) ① 을은 비밀을 성실히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 비밀보호를 위

심의하기 위한 보안측정을 실시한다.

한 특약조항(이하 “특약조항”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정한 바에 따라 보안유지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6조(방문 및 출입통제) ① 을은 연구실, 공작실(제조), 시험시설등에 내․외국인

② 을은 을의 종업원 또는 하청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비밀이 누설되었

이 방문할 때에는 미리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 때에도 비밀보호 책임자로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갑은 제 1항의 방문을 승인할 때에는 방문자에 대한 비밀공개 범위를 지정하
고 필요한 보안조치에 대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제 2조(비밀의 고지) 갑은 비밀에 속하는 문서, 도면 또는 장비 및 자재등을 교부

③ 을은 제 1항의 외래인의 방문통제 이외에 소속직원 또는 종사원으로써 본업무

시 비밀임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3조(비밀의 열람제한) ① 을은 갑이 비밀로 표시, 고지한 문서, 도면 또는 장

제 7조(위촉 또는 하도급) 을은 갑이 위촉한 비밀에 속하는 용역 또는 제조를 함

비, 자재(이하 “비밀문서 및 장비”라 한다)등을 취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에 있어 타업자에게 위촉 또는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

것이며 기술용역 또는 제조에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열람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촉 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위촉 또는 하도급 내용과 사유 및 보안

된다.

대책등을 포함한 내용을 서면으로 갑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술용역 또는 제조에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작업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
나서 비밀문서 및 장비를 열람하게 하거나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 8조(비밀의 제공, 설명) 을은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때를 제외하고 위
촉된 연구과제 또는 이와 관련된 비밀사항에 대하여 학술적인 목적의 토의,

제 4조(비밀문서 및 장비의 보호관리) ①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에 속하는 비밀문

발표(세미나)등을 할 수 없다.

서 및 장비에 대하여 성실히 보호관리할 책임이 있다.
② 을은 제 1항의 비밀문서 및 장비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갑이 점검하고 인정한

제 9조(보안조치) ① 을은 연구실 또는 제조실(공작실), 비밀공사장, 시험분석실등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에 비밀보호조치를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작성,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은 일과후,공휴일 등에는 반드시 갑이 지정한 보관용기에 안전하게 보호관리

② 제 1항의 세부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확히 포함하여야 한

하여야 한다.

다.
1. 보안책임관의 임명과 책임

제 5조(비밀의 생산 및 배포) ① 을은 갑이 지시하거나 또는 요청한 외에 비밀문

2. 보안담당관 임명

서를 생산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을이 갑 이외의 자로부터 비밀의 배부요청이 있

3. 취업간 또는 취업종료후 보안대책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을 때에는 사전에 갑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4. 방문 및 출입통제 대책

② 을은 위촉된 과제연구, 개발 또는 제조를 함에 있어서 갑이 지정하는 장소 이

5. 비밀의 접근 또는 열람한계 설정 및 인원에 대한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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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밀제공 또는 설명에 따른 보안대책

일반보안 특약조항

7. 비밀장비의 포장 및 수송간 보안대책
8. 직원, 종사원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
9. 보안사고의 대책과 조치

제 1조(보안책임) ① 을은 계약된 사업내용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호하

10.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기 위한 본 특약조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을의 종업원 또는 하청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업내용이 누설

제 10조(보안점검) ① 갑 또는 갑의 대리자(갑의 상급기관 또는 보안지원기관을

되었을 때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포함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
며 또한 필요한 보안조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 2조(열람 및 공개 제한) ① 을은 계약사업에 관련된 문서, 장비, 자재의 취급에

② 제 1항의 보안조치 지시를 접수한 때에는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중을 기할 것이며, 기술용역 및 제조에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열람 또는 누설해

갑 또는 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는 아니된다.
② 기술용역 및 제조와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작업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제 11조(보안조치 발생시 조치) 을은 비밀의 누설혐의가 있거나 분실 또는 과실파

서 문서 및 장비를 열람케 하거나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기등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전말을 갑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 3조(복제복사의 금지) 을은 갑이 교부한 문서 및 자제를 임의로 복제 복사할
수 없으며, 이를 계약목적외의 용도로 사용 배포할 수 없다.

제 12조(비밀의 반납) 을은 갑과의 계약종료와 동시 1주일 이내에 연구개발 또는
제조와 관련하여 갑이 교부한 비밀문서 및 장비와 연구개발 및 제조기간중 생산

제 4조(문서 및 장비의 보호관리) ① 을은 갑이 교부하거나 을이 계약사업과 관련

되거나 복제, 복사한 비밀등(원고인 경우 초고를 포함한다) 일체의 비밀을 갑에게

하여 생산한 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를 성실히 보호관리할 책임이 있다.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 1항의 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를 이중 시건장치가 된 별도의 보관
용기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일과후 공휴일등에는 반드시 지정된 보안용기에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여
야 한다.

제 5조(방문 및 출입통제) 을은 작업실에 관계가 없는 인원의 출입 및 방문을 통
제하여야 한다.

제 6조(위촉 및 하청) 을는 계약사업에 대하여 갑의 승인없이 타업체에 하청 또는
위촉할 수 없다. 단, 계약상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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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생산 및 납품) ① 을은 계약량을 초과하여 생산할 수 없다. 단 발간물, 사
진, 도면, 설계물, 슬라이드 특수장비에 한한다.
② 을은 계약된 생산, 제조물을 견본 전시용 또는 실적비치등 목적으로 이를 보관
할 수 없다.
③ 을은 생산 제조물에 대하여 납품시까지 성실히 안전하게 보호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 8조(보안조치) 을은 계약된 사업내용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
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안담당원을 임명하여 제반 보안조치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휴, 폐지는 자체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3. 작업실은 별도로 설치하거나 작업기간중 임시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방화대책 및 경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작업시설 출입문의 시건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직원에 대한 신원파악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9조(보안점검) ① 갑 또는 갑의 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 대하
여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보안조치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보안조치 지시를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갑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 10조(보안사고 발생시 조치) ① 을은 갑이 교부한 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의
분실, 도난, 화재등 사고발생시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산, 제조중인 계약물에 대한 보안사고도 제 1항과 동일하다.

제 11조(문서 자재등 반납) ① 을은 갑이 교부한 문서, 도면, 자재 및 장비를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납품전이라 하더라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시는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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