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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8-가 

적용범위1
 

 

 

제1절 

중앙정부기관 

 

 

가. 한국 양허표 

 

제8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

라 조달하는 중앙정부기관에 적용한다. 

 

상품 

 기준가: 130,000 SDR 

 

서비스 

 기준가: 130,000 SDR 

 

건설서비스 

 기준가: 5,000,000 SDR 

 

건설ㆍ운영ㆍ이전(BOT) 

 기준가: 5,000,000 SDR 

 

기관 목록 

 

1.  감사원 

2.  국무조정실 

3.  국무총리실 

4.  기획재정부 

5.  교육부 

6.  미래창조과학부 

7.  외교부 

8.  통일부 

9.  법무부 

10.  국방부 

11.  행정자치부 

12.  문화체육관광부 

13.  농림축산식품부 

14.  산업통상자원부 

15.  보건복지부 

16.  환경부 

17.  고용노동부 

18.  여성가족부 

                                           
1 파나마는 상황 변동으로 인하여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이 목록에 기관을 추가하기 위하여 기관 목록을 검

토하는 것에 동의한다. 한국은 제8.19조(적용범위의 정정 및 수정)에 따른 보상조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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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토교통부 

20.  해양수산부 

21.  공정거래위원회 

22.  금융감독원 

23.  국민권익위원회 

24.  방송통신위원회 

25.  국가인권위원회 

26. 국민안전처[협정 제8.3조(예외)에 규정된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구매는 제외한

다] 

27.  인사혁신처 

28.  법제처 

29.  국가보훈처 

30.  식품의약품안전처 

31.  국세청 

32.  관세청 

33.  조달청(주해3) 

34.  통계청 

35.  검찰청 

36.  병무청 

37.  방위사업청 

38.  경찰청[협정 제8.3조(예외)에 규정된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구매는 제외한다] 

39.  문화재청 

40.  농촌진흥청 

41.  산림청 

42.  중소기업청 

43.  특허청 

44.  기상청 

4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1절에 대한 주해 

 

1.  상기 중앙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그들의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이 부속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제8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 및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조달청이 제2절 또는 제3절에 열거된 기관을 대신하여 조달을 수행하는 경우 그

러한 기관의 적용범위 및 기준가가 적용된다.  

 

 

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제8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

라 조달하는 중앙정부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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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준가: 130,000 SDR 

 

서비스 

 제5절에 명시 

 기준가: 130,000 SDR 

 

건설서비스 

 제6절에 명시 

 기준가: 5,000,000 SDR 

 

BOT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기준가: 5,000,000 SDR 

 

기관 목록 

 

1.  감사원(Contraloría General de la República) 

2.  감찰원(Defensoría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3.  대통령실(Presidencia de la República) 

4.  대통령부(Ministerio de la Presidencia) 

5.  외교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y Culto) 

6.  농업부(Ministerio de Agricultura y Ganadería) 

7.  경제산업통상부(Ministerio de Economía, Industria y Comercio) 

8.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9.  노동사회복지부(Ministerio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 

10.  문화청소년부(Ministerio de Cultura y Juventud) 

11.  주택부(Ministerio de Vivienda y Asentamientos Humanos) 

12.  대외무역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13. 국가기획경제정책부(Ministerio de Planificación Nacional y Política Económica) 

14.  과학기술통신부(Ministerio de Ciencia, Tecnología y Telecomunicaciones) 

15.  환경에너지부(Ministerio de Ambiente, Energía) 

16.  체육부(Instituto Costarricense del Deporte y la Recreación)  

17.  관광부(Instituto Costarricense de Turismo) 

18.  여성부(Instituto Nacional de las Mujeres) 

19.  기획부(Ministerio de Gobernación y Policía) 

20.  공공안전부1
(Ministerio de Seguridad Pública) 

21.  재정부2
(Ministerio de Hacienda) 

22.  공공교육부3
(Ministerio de Educación Pública) 

23.  공공사업교통부(Ministerio de Obras Públicas y Transportes) 

 

제1절에 대한 주해 

 

1. 공공안전부(Ministerio de Seguridad Pública): 제8장은 유엔 중앙상품분류 1.0(CPC, 

버전 1.0) 제2절(식료품ㆍ음료 및 담배, 섬유ㆍ의류 및 가죽 제품)에 분류된 상품 

중 군대(Fuerza Pública)용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재정부(Ministerio de Hacienda): 제8장은 납세필 인지 발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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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교육부(Ministerio de Obras Públicas y Transportes): 제8장은 학교 급식 프로그램

의 발전을 위하여 행하는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엘살바도르 양허표 

 

제8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

라 조달하는 중앙정부기관에 적용한다. 

 

상품 

 기준가: 130,000 SDR, 또는 발효일로부터 3년간은 260,000 SDR 

 

서비스 

 제5절에 명시 

 기준가: 130,000 SDR, 또는 발효일로부터 3년간은 260,000 SDR 

 

건설서비스 

 제6절에 명시 

 기준가: 5,000,000 SDR, 또는 발효일로부터 3년간은 5,950,000 SDR 

 

기관 목록 

 

1. 재정부(Ministerio de Hacienda) 

2. 외무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3. 노동사회복지부(Ministerio de Trabajo y Previsión Social) 

4.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5. 환경천연자원부(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6. 농업축산부(Ministerio de Agricultura y Ganadería) 

7. 국토개발부(Ministerio de Gobernación y Desarrollo Territorial) 

8. 국방부(주해1)(Ministerio de Defensa) 

 

제1절에 대한 주해 

 

1. 국방부(Ministerio de Defensa): 제8장은 유엔 중앙상품분류 1.1 (CPC, 버전 1.1) 제2

절(식료품ㆍ음료 및 담배, 섬유ㆍ의류 및 가죽 제품)에 분류된 상품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온두라스 양허표 

 

1. 제8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

정에 따라 조달하는 중앙정부기관에 적용한다. 

 

상품 

 기준가: 130,000 SDR 

 

서비스 

 제5절에 명시 

 기준가: 130,000 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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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서비스 

 제6절에 명시 

 기준가: 5,000,000 SDR 

 

2. 제8장은 다음의 목록의 기관에만 적용된다. 

 

기관 목록 

 

1. 인권정의내무지방분권부(Secretaría de Derechos Humanos, Justicia, Gobernación y 

Descentralización) 

2. 보건부(Secretaría de Salud) 

3. 외무국제협력부(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y Cooperación Internacional) 

4. 재정부(Secretaría de Finanzas) 

5. 경제개발부(Secretaría de Desarrollo Económico) 

6. 사회기반공공시설부(Secretaría de Infraestructura y Servicios Públicos) 

7. 노동사회안전부(Secretaría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 

8. 농업축산부(Secretaría de Agricultura y Ganadería) 

9. 에너지천연자원환경광업부(Secretaría de Energía, Recursos Naturales, Ambiente y Minas) 

10. 관광부2
(Secretaría de Turismo) 

11. 국무조정부(Secretaría de Coordinación General de Gobierno) 

12. 개발사회통합부(Secretaría de Desarrollo e Inclusión Social) 

13. 교육부(주해1)(Secretaría de Educación) 

14. 안전부(주해2)(Secretaría de Seguridad) 

15. 대통령실(주해1)(Secretaría de la Presidencia)  

16. 국방부(주해3)(Secretaría de Defensa Nacional) 

 

제1절에 대한 주해 

 

1. 교육부 및 대통령실(Secretaría de Educación y Secretaría de la Presidencia): 제8장은 학

교 급식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하여 행하는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안전부(Secretaría de Seguridad): 제8장은 경찰을 위한 제복, 신발, 식품 및 담배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국방부(Secretaría de Defensa Nacional): 이 장은 유엔 중앙상품분류 1.1(CPC 버전1.0) 

제2절(식료품ㆍ음료 및 담배, 섬유ㆍ의류 및 가죽 제품)에 분류된 물품 중 온두

라스 육군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장은 다음 물품의 조달 또는 

온두라스 군대와 경찰의 제복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무기 

나. 전투항공기 

다. 군대용 소총 

라. 41구경 이상 총류 

마. 온두라스 군대 규정에 따른 권총 

바. 모든 종류의 총기용 소음기 

사. 총기 

아. 탄약 및 그 부속품 

                                           
2 법령 PCM 001-2014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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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총기용 탄약통 

차. 탄약통 적재에 필수적인 기기 및 그 밖의 부속품 

카. 화약, 폭발물, 폭파용 뇌관 및 신관 

타. 질식가스 방지 마스크 

파. 공기총 

 

4.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제8장은 이 절의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열거된 기관에 종

속되는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 다만, 그 기관이 별도의 법인격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마. 니카라과 양허표 

 

1. 제8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중앙정부기관에 적용한다. 

 

상품 

 기준가: 130,000 SDR, 또는 발효일로부터 3년간은 260,000 SDR 

 

서비스 

 제5절에 명시 

 기준가: 130,000 SDR, 또는 발효일로부터 3년간은 260,000 SDR 

 

건설서비스 

 제6절에 명시 

 기준가: 5,000,000 SDR, 또는 발효일로부터 3년간은 6,000,000 SDR 

 

2. 제8장은 다음의 목록의 기관에만 적용된다. 

 

기관 목록 

 

1. 통치부(주해1)(Ministerio de Gobernación) 

2. 가족청소년아동부(주해2)(Ministerio de la Familia, Adolescencia y Niñez) 

3. 외무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4. 농업부(주해3)(Ministerio Agropecuario) 

5. 교육부(주해4)(Ministerio de Educación) 

6. 산업통상개발부(Ministerio de Fomento, Industria y Comercio) 

7. 노동부(Ministerio del Trabajo) 

8. 재정공공신용부(Ministerio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9. 환경천연자원부(Ministerio del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s) 

10. 국방부(주해5)(Ministerio de Defensa) 

11. 교통공공기반시설부(주해6)(Ministerio de Transporte e Infraestructura) 

12. 청소년부(Ministerio de la Juventud) 

13. 여성부(Ministerio de la Mujer) 

 

제1절에 대한 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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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치부(Ministerio de Gobernación): 제8장은 여권 생산 또는 발행과 관련된 조달품

(보안 용지 또는 보안플라스틱과 같은 보안 요소를 포함한다)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가족청소년아동부(Ministerio de la Familia, Adolescencia y Niñez): 제8장은 아동, 청소

년, 노인, 장애인 및 일반 가정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적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농업부(Ministerio Agropecuario): 제8장은 농업 지원 프로그램 또는 급식 프로그램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교육부(Ministerio de Educación): 제8장은 학교 급식, 교복, 기본 서지와 학용품, 기

본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기구와 같이 교육 분야에 유익한 프로그램의 발전

을 위하여 행하는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국방부(Ministerio de Defensa): 제8장은 이 협정 발효로부터 5년간의 과도기 동안 

국방부가 시행하는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교통공공기반시설부(Ministerio de Transporte e Infraestructura): 제8장은 이 협정 발효

로부터 5년간의 과도기 동안 교통공공기반시설부가 시행하는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바. 파나마의 양허표 

 

제8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

라 조달하는 중앙 수준의 정부 기관에 적용한다. 

 

상품 

 제4절에 명시 

기준가: 130,000 SDR 

 

서비스 

 제5절에 명시 

 기준가: 130,000 SDR 

 

건설서비스[건설ㆍ운영ㆍ이전 계약(이하 “BOT 계약”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제6절에 명시 

 기준가: 5,000,000 SDR 

 

기관 목록 

 

제8장은 다음의 중앙정부기관에만 적용된다. 

 

1. 환경부(Ministerio de Ambiente) 

2.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s) 

3. 통치부(주해1)(Ministerio de Gobierno) 

4. 대통령부(Ministerio de la Presidencia) 

5. 고용노동발전부(Ministerio de Trabajo y Desarrollo Laboral) 

 

제1절에 대한 주해 

 

이 절은 유엔 중앙상품분류 버전 1.0(CPC 버전 1.0)에 분류된 다음의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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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치부(Ministerio de Gobierno): 제8장은 교정관리본부(Dirección General del Sistema 

Penitenciario)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아래에 열거된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1 - 고기, 생선, 과일, 채소, 기름 및 유지 

22 - 유제품 

23 - 분말곡물 제품ㆍ녹말 및 녹말제품, 그 밖의 식료품 

24 - 음료 

27 - 섬유 물품(의류 제외) 

282 - 의류(모피 제외) 

29 - 가죽 및 가죽제품, 신발 

431 - 엔진과 터빈 및 그 부품 

447 - 무기와 탄약 및 그 부품, 그리고 

6323 - 케이터링 서비스, 외부 식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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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정부기관 

 

 

가. 한국 양허표 

 

제8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

라 조달하는 지방정부기관에 적용한다. 

 

상품 

 기준가: 200,000 SDR 그룹 A 

  400,000 SDR 그룹 B 

 

서비스 

 기준가: 200,000 SDR 그룹 A 

  400,000 SDR 그룹 B 

 

건설서비스 

 기준가: 15,000,000 SDR 

 

건설ㆍ운영ㆍ이전(BOT) 

 기준가: 15,000,000 SDR 

 

기관 목록 

 

1. 그룹 A 

 

1.1.  서울특별시 

1.2.  부산광역시 

1.3.  대구광역시 

1.4.  인천광역시 

1.5.  광주광역시 

1.6.  대전광역시 

1.7.  울산광역시 

1.8.  경기도 

1.9.  강원도 

1.10. 충청북도 

1.11. 충청남도 

1.12. 전라북도 

1.13. 전라남도 

1.14. 경상북도 

1.15. 경상남도 

1.16. 제주특별자치도 

 

2. 그룹 B 

 

2.1. 서울특별시 내 지방정부 

 

 2.1.1.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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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중구 

 2.1.3.  용산구 

 2.1.4.  성동구 

 2.1.5.  광진구 

 2.1.6.  동대문구 

 2.1.7.  중랑구 

 2.1.8.  성북구 

 2.1.9.  강북구 

 2.1.10. 도봉구 

 2.1.11. 노원구 

 2.1.12. 은평구 

 2.1.13. 서대문구 

 2.1.14. 마포구 

 2.1.15. 양천구 

 2.1.16. 강서구 

 2.1.17. 구로구 

 2.1.18. 금천구 

 2.1.19. 영등포구 

 2.1.20. 동작구 

 2.1.21. 관악구 

 2.1.22. 서초구 

 2.1.23. 강남구 

 2.1.24. 송파구 

 2.1.25. 강동구 

 

2.2. 부산광역시 내 지방정부 

 

 2.2.1.  중구 

 2.2.2.  서구 

 2.2.3.  동구 

 2.2.4.  영도구 

 2.2.5.  부산진구 

 2.2.6.  동래구 

 2.2.7.  남구 

 2.2.8.  북구 

 2.2.9.  해운대구 

 2.2.10. 사하구 

 2.2.11. 금정구 

 2.2.12. 강서구 

 2.2.13. 연제구 

 2.2.14. 수영구 

 2.2.15. 사상구 

 2.2.16. 기장군 

 

2.3. 인천광역시 내 지방정부 

 

 2.3.1.  중구 

 2.3.2.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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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남구 

2.3.4.  연수구 

 2.3.5.  남동구 

 2.3.6.  부평구 

 2.3.7.  계양구 

 2.3.8.  서구 

2.3.9.  강화군 

2.3.10. 옹진군 

 

제2절에 대한 주해 

 

1. 상기 지방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이 부속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제8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제8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

라 조달하는 지방정부기관에 적용한다. 

 

상품 

 기준가: 355,000 SDR  

 

서비스 

 제5절에 명시 

 기준가: 355,000 SDR  

 

건설서비스 

 제6절에 명시 

 기준가: 15,000,000 SDR 

 

BOT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기준가: 15,000,000 SDR 

 

기관 목록 

 

다음의 지방정부 

 

1.  아방가레스(Abangares) 

2.  아코스타(Acosta) 

3.  아기레(Aguirre) 

4.  알라훌레아(Alajuela) 

5.  알라훌레이타(Alajuelita) 

6.  알파로 루이스(Alfaro Ruiz) 

7.  알바라도(Alvar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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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세리(Aserrí) 

9.  아테나스(Atenas) 

10.  바가세스(Bagaces) 

11.  바르바(Barba) 

12.  벨렌(Belén) 

13.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 

14.  카냐스(Cañas) 

15.  카리요(Carrillo) 

16.  카르타고(Cartago) 

17.  코레도레스(Corredores) 

18.  코토 브루스(Coto Brus) 

19.  쿠리다밧(Curridabat) 

20.  데삼파라도스(Desamparados) 

21.  도타(Dota) 

22.  엘 과르코(El Guarco) 

23.  에스카수(Escazú) 

24.  에스파르사(Esparza) 

25.  플로레스(Flores) 

26.  가라비토(Garabito) 

27.  고이코에체아(Goicoechea) 

28.  골피토(Golfito) 

29.  그레시아(Grecia) 

30.  과씨모(Guácimo) 

31.  과투소(Guatuso) 

32.  에레디아(Heredia) 

33.  오얀챠(Hojancha) 

34.  히메네스(Jiménez) 

35.  라 크루스(La Cruz) 

36.  라 우니온(La Unión) 

37.  레온 코르테스(León Cortés) 

38.  리베리아(Liberia) 

39.  리몬(Limón) 

40.  로스 칠레스(Los Chiles) 

41.  마티나(Matina) 

42.  몬테스 데 오카(Montes de Oca) 

43.  몬테스 데 오로(Montes de Oro) 

44.  모라(Mora) 

45.  모라비아(Moravia) 

46.  난다유레(Nandayure) 

47.  나랑호(Naranjo) 

48.  니코야(Nicoya) 

49.  오레아무노(Oreamuno) 

50.  오로티나(Orotina) 

51.  오사(Osa) 

52.  팔마레스(Palmares) 

53.  파라이소(Paraíso) 

54.  파리타(Parr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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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페레스 세레돈(Pérez Zeledón) 

56.  포아스(Poás) 

57.  포코시(Pococí) 

58.  푼타레나스(Puntarenas) 

59.  푸리스칼(Puriscal) 

60.  산 카를로스(San Carlos) 

61.  산 이시드로(San Isidro) 

62.  산 호세(San José) 

63.  산 마테오(San Mateo) 

64.  산 파블로(San Pablo) 

65.  산 라파엘(San Rafael) 

66.  산 라몬(San Ramón) 

67.  산타 아나(Santa Ana) 

68.  산타 바바라(Santa Bárbara) 

69.  산타 크루스(Santa Cruz) 

70.  산토 도밍고(Santo Domingo) 

71.  사라피키(Sarapiquí) 

72.  시키레스(Siquirres) 

73.  타라만카(Talamanca) 

74.  타라수(Tarrazú) 

75.  티바스(Tibás) 

76.  틸라란(Tilarán) 

77.  투리알바(Turrialba) 

78.  투루바레스(Turrúbares) 

79.  우팔라(Upala) 

80.  발베르데 베가(Valverde Vega) 

81.  바스쿠에스 데 코로나도(Vásquez de Coronado) 

 

 

다. 엘살바도르 양허표 

 

제8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

라 조달하는 지방정부기관에 적용한다. 

 

상품 

 기준가: 355,000 SDR, 또는 발효일로부터 3년간은 482,000 SDR 

 

서비스 

 제5절에 명시 

 기준가: 355,000 SDR, 또는 발효일로부터 3년간은 482,000 SDR  

 

건설서비스 

 제6절에 명시 

 기준가: 15,000,000 SDR 

 

기관 목록 

 

다음의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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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티아고 텍사쿠안고스(Santiago Texacuangos) 

2.  세소리(Sesori) 

3.  누에바 과달루페(Nueva Guadalupe) 

4.  시우다드 아르세(Ciudad Arce) 

5.  산타 엘레나(Santa Elena) 

6.  산 아구스틴(San Agustín) 

7.  에스탄수엘라스(Estanzuelas) 

8.  메르세데스 우마냐(Mercedes Umaña) 

9.  알레그리아(Alegría) 

10.  누에바 그라나다(Nueva Granada) 

11.  산 훌리안(San Julián) 

12.  산 알레호(San Alejo) 

13.  콘챠구아(Conchagua) 

14.  볼리바르(Bolívar) 

15.  산 라파엘 오브라후엘로(San Rafael Obrajuelo) 

16.  테후트라(Tejutla) 

17.  라 레이나(La Reina) 

18.  메히카노스(Mejicanos) 

19.  일로판고(Ilopango) 

20.  아카후틀라(Acajutla) 

21.  라 우니온(La Unión) 

 

 

라. 온두라스 양허표 

 

제8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

라 조달하는 지방정부기관에 적용한다. 

 

상품 

 기준가: 400,000 SDR 

 

서비스 

 제5절에 명시 

 기준가: 400,000 SDR  

 

건설서비스 

 제6절에 명시 

 기준가: 15,000,000 SDR 

 

제8장은 이 목록에 열거된 기관에만 적용된다.  

 

기관 목록 

 

다음의 지방정부 

 

1. 라 세이바, 아틀란티다(La Ceiba, Atlántida) 

2. 엘 포르베니르, 아틀란티다(El Porvenir, Atlántida) 

3. 에스파르타, 아틀란티다(Esparta, Atlánt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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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티아파, 아틀란티다(Jutiapa, Atlántida) 

5. 라 마시카, 아틀란티다(La Masica, Atlántida) 

6. 산 프란시스코, 아틀란티다(San Francisco, Atlántida) 

7. 텔라, 아틀란티다(Tela, Atlántida) 

8. 아리소나, 아틀란티다(Arizona, Atlántida) 

9. 발파테, 콜론(Balfate, Colón) 

10. 이리오나, 콜론(Iriona, Colón) 

11. 리몬, 콜론(Limón, Colón) 

12. 사바, 콜론(Sabá, Colón) 

13. 산타 페, 콜론(Santa Fe, Colón) 

14. 산타 로사 데 아구안, 콜론(Santa Rosa de Aguán, Colón) 

15. 소나게라, 콜론(Sonaguera, Colón) 

16. 토코아, 콜론(Tocoa, Colón) 

17. 보니토 오리엔탈, 콜론(Bonito Oriental, Colón) 

18. 코마야구아, 코마야구아(Comayagua, Comayagua) 

19. 아후테리케, 코마야구아(Ajuterique, Comayagua) 

20. 엘 로사리오, 코마야구아(El Rosario, Comayagua) 

21. 에스키아스, 코마야구아(Esquías, Comayagua) 

22. 우무야, 코마야구아(Humuya, Comayagua) 

23. 라 리베르타드, 코마야구아(La Libertad, Comayagua) 

24. 라마니, 코마야구아(Lamaní, Comayagua) 

25. 레하마니, 코마야구아(Lejamaní, Comayagua) 

26. 라 트리니다드, 코마야구아(La Trinidad, Comayagua) 

27. 메암바, 코마야구아(Meámbar, Comayagua) 

28. 미나스 데 오로, 코마야구아(Minas de Oro, Comayagua) 

29. 오호스 데 아구아, 코마야구아(Ojos de Agua, Comayagua) 

30. 산 헤로니모, 코마야구아(San Jerónimo, Comayagua) 

31. 산 호세 데 코마야구아, 코마야구아(San José de Comayagua, Comayagua) 

32. 산 호세 델 포트레로, 코마야구아(San José del Potrero, Comayagua) 

33. 산 루이스, 코마야구아(San Luis, Comayagua) 

34. 산 세바스티안, 코마야구아(San Sebastián, Comayagua) 

35. 시과테페케, 코마야구아(Siguatepeque, Comayagua) 

36. 비야 데 산 안토니오, 코마야구아(Villa de San Antonio, Comayagua) 

37. 라스 라하스, 코마야구아(Las Lajas, Comayagua) 

38. 타울라베, 코마야구아(Taulabé, Comayagua) 

39. 산타 로사 데 코판, 코판(Santa Rosa de Copán, Copán) 

40. 카바냐스, 코판(Cabañas, Copán) 

41. 콘셉시온, 코판(Concepción, Copán) 

42. 코르킨, 코판(Corquín, Copán) 

43. 쿠쿠야과, 코판(Cucuyagua, Copán) 

44. 돌로레스, 코판(Dolores, Copán) 

45. 둘세 놈브레, 코판(Dulce Nombre, Copán) 

46. 엘 파라이소, 코판(El Paraíso, Copán) 

47. 플로리다, 코판(Florida, Copán) 

48. 라 히과, 코판(La Jigua, Copán) 

49. 라 우니온, 코판(La Unión, Copán) 

50. 누에바 아르카디아, 코판(Nueva Arcadia, Copá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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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산 아구스틴, 코판(San Agustín, Copán) 

52. 산 안토니오 데 코판, 코판(San Antonio de Copán, Copán) 

53. 산 헤레니모, 코판(San Jerónimo, Copán) 

54. 산 호세, 코판(San José, Copán) 

55. 산 후안 데 오포아, 코판(San Juan de Opoa, Copán) 

56. 산 니콜라스, 코판(San Nicolás, Copán) 

57. 산 페드로, 코판(San Pedro, Copán) 

58. 산타 리타, 코판(Santa Rita, Copán) 

59. 트리니다드, 코판(Trinidad, Copán) 

60. 베라크루스, 코판(Veracruz, Copán) 

61. 촐로마, 코르테스(Choloma, Cortés) 

62. 오모아, 코르테스(Omoa, Cortés) 

63. 피미엔타, 코르테스(Pimienta, Cortés) 

64. 포트레리오스, 코르테스(Potrerillos, Cortés) 

65. 푸에르토 코르테스, 코르테스(Puerto Cortés, Cortés) 

66. 산 안토니오 데 코르테스, 코르테스(San Antonio de Cortés, Cortés) 

67. 산 프란시스코 데 요호아, 코르테스(San Francisco de Yojoa, Cortés) 

68. 산 마누엘, 코르테스(San Manuel, Cortés) 

69. 산타 크루스 데 요호아, 코르테스(Santa Cruz de Yojoa, Cortés) 

70. 비야누에바, 코르테스(Villanueva, Cortés) 

71. 라 리마, 코르테스(La Lima, Cortés) 

72. 촐루테카, 촐루테카(Choluteca, Choluteca) 

73. 아파실라과, 촐루테카(Apacilagua, Choluteca) 

74. 콘셉시온 데 마리아, 촐루테카(Concepción de María, Choluteca) 

75. 두유레, 촐루테카(Duyure, Choluteca) 

76. 엘 코르푸스, 촐루테카(El Corpus, Choluteca) 

77. 엘 트리운포, 촐루테카(El Triunfo, Choluteca) 

78. 마르코비아, 촐루테카(Marcovia, Choluteca) 

79. 모로리카, 촐루테카(Morolica, Choluteca) 

80. 나마시게, 촐루테카(Namasigue, Choluteca) 

81. 오로키나, 촐루테카(Orocuina, Choluteca)  

82. 페스피레, 촐루테카(Pespire, Choluteca) 

83. 산 안토니오 데 플로레스, 촐루테카(San Antonio de Flores, Choluteca) 

84. 산 이시드로, 촐루테카(San Isidro, Choluteca) 

85. 산 호세, 촐루테카(San José, Choluteca) 

86. 산 마르코스 데 콜론, 촐루테카(San Marcos de Colón, Choluteca) 

87. 산타 아나 데 유스과레, 촐루테카(Santa Ana de Yusguare, Choluteca) 

88. 알라우카, 엘 파라이소(Alauca, El Paraíso) 

89. 단리, 엘 파라이소(Danlí, El Paraíso) 

90. 엘 파라이소, 엘 파라이소(El Paraíso, El Paraíso) 

91. 기노페, 엘 파라이소(Guinope, El Paraíso) 

92. 하칼레아파, 엘 파라이소(Jacaleapa, El Paraíso) 

93. 리우레, 엘 파라이소(Liure, El Paraíso) 

94. 모로셀리, 엘 파라이소(Morocelí, El Paraíso) 

95. 오로폴리, 엘 파라이소(Oropolí, El Paraíso) 

96. 포트레리오스, 엘 파라이소(Potrerillos, El Paraíso) 

97. 산 안토니오 데 플로레스, 엘 파라이소(San Antonio de Flores, El Paraí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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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산 루카스, 엘 파라이소(San Lucas, El Paraíso) 

99. 산 마티아스, 엘 파라이소(San Matías, El Paraíso) 

100. 솔레다드, 엘 파라이소(Soledad, El Paraíso) 

101. 테우파센티, 엘 파라이소(Teupasenti, El Paraíso) 

102. 텍시과트, 엘 파라이소(Texíguat, El Paraíso) 

103. 바도 안초, 엘 파라이소(Vado Ancho, El Paraíso) 

104. 야유페, 엘 파라이소(Yauyupe, El Paraíso) 

105. 트로헤스, 엘 파라이소(Trojes, El Paraíso) 

106. 알루바렌, 프란시스코 모라산(Alubarén, Francisco Morazán) 

107. 세드로스, 프란시스코 모라산(Cedros, Francisco Morazán) 

108. 쿠라렌, 프란시스코 모라산(Curarén, Francisco Morazán) 

109. 엘 포르베니르, 프란시스코 모라산(El Porvenir, Francisco Morazán) 

110. 과이마카, 프란시스코 모라산(Guaimaca, Francisco Morazán) 

111. 라 리베르타드, 프란시스코 모라산(La Libertad, Francisco Morazán) 

112. 라 벤타, 프란시스코 모라산(La Venta, Francisco Morazán) 

113. 레파테리케, 프란시스코 모라산(Lepaterique, Francisco Morazán) 

114. 마라이타, 프란시스코 모라산(Maraita, Francisco Morazán) 

115. 마랄레, 프란시스코 모라산(Marale, Francisco Morazán) 

116. 누에바 아르메니아, 프란시스코 모라산(Nueva Armenia, Francisco Morazán) 

117. 오호호나, 프란시스코 모라산(Ojojona, Francisco Morazán) 

118. 오리카, 프란시스코 모라산(Orica, Francisco Morazán) 

119. 레이토카, 프란시스코 모라산(Reitoca, Francisco Morazán) 

120. 사바나그란데, 프란시스코 모라산(Sabanagrande, Francisco Morazán) 

121. 산 안토니오 데 오리엔테, 프란시스코 모라산(San Antonio de Oriente, Francisco 

Morazán) 

122. 산 부에나벤투라, 프란시스코 모라산(San Buenaventura, Francisco Morazán) 

123. 산 이그나시오, 프란시스코 모라산(San Ignacio, Francisco Morazán) 

124. 산 후안 데 플로레스, 프란시스코 모라산(San Juan de Flores, Francisco Morazán) 

125. 산 미구엘리토, 프란시스코 모라산(San Miguelito, Francisco Morazán) 

126. 산타 아나, 프란시스코 모라산(Santa Ana, Francisco Morazán) 

127. 산타 루시아, 프란시스코 모라산(Santa Lucía, Francisco Morazán) 

128. 탈란가, 프란시스코 모라산(Talanga, Francisco Morazán) 

129. 타툼블라, 프란시스코 모라산(Tatumbla, Francisco Morazán) 

130. 바예 데 앙헬레스, 프란시스코 모라산(Valle de Angeles, Francisco Morazán) 

131.  비야 데 산 프란시스코, 프란시스코 모라산(Villa de San Francisco, Francisco Morazán) 

132. 바예시오, 프란시스코 모라산(Vallecillo, Francisco Morazán) 

133. 푸에르토 렘피라, 그라시아스 아 디오스(Puerto Lempira, Gracias a Dios) 

134. 브루스 라구나, 그라시아스 아 디오스(Brus Laguna, Gracias a Dios) 

135. 아우아스, 그라시아스 아 디오스(Ahuas, Gracias a Dios) 

136. 후안 프란시스코 불네스, 그라이사스 아 디오스(Juan Francisco Bulnes, Gracias a 

Dios) 

137. 비예다 모랄레스, 그라시아스 아 디오스(Villeda Morales, Gracias a Dios) 

138. 왐푸시리, 그라시아스 아 디오스(Wampusirpi, Gracias a Dios) 

139. 라 에스페란사, 인티부카(La Esperanza, Intibucá) 

140. 카마스카, 인티부카(Camasca, Intibucá) 

141. 콜로몬카과, 인티부카(Colomoncagua, Intibucá) 

142. 콘셉시온, 인티부카(Concepción, Intibuc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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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파나마 양허표 

 

제8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

라 조달하는 지방정부기관에 적용한다. 

 

상품 

 제4절에 명시 

 기준가: 400,000 SDR 

 

서비스 

 제5절에 명시 

 기준가: 400,000 SDR  

 

건설서비스(BOT계약을 포함한다) 

 제6절에 명시 

 기준가: 15,000,000 SDR 

 

기관 목록 

 

제8장은 다음의 지방정부기관에만 적용된다.  

 

보카스 델 토로주 지방정부(Provincia de Bocas del Toro) 

 

1. 보카스 델 토로(Municipio de Bocas del Toro) 

2. 치리키 그란데(Municipio de Chiriquí Grande) 

3. 찬구이놀라(Municipio de Changuinola) 

 

코클레주 지방정부(Provincia de Coclé) 

 

4. 아구아둘세(Municipio de Aguadulce) 

5. 안톤(Municipio de Antón) 

6. 라 핀타다(Municipio de La Pintada) 

7. 나타(Municipio de Natá) 

8. 올라(Municipio de Olá) 

9. 페노노메(Municipio de Penonomé) 

 

콜론주 지방정부(Provincia de Colón) 

 

10.  차그레스(Municipio de Chagres) 

11.  도노소(Municipio de Donoso) 

12.  포르토벨로(Municipio de Portobelo) 

13.  산타 이사벨(Municipio de Santa Isabel) 

 

치리키주 지방정부(Provincia de Chiriquí) 

 

14.  알란헤(Municipio de Alanje) 

15.  바루(Municipio de Barú) 

16.  보케론(Municipio de Boquer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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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케테(Municipio de Boquete) 

18.  부가바(Municipio de Bugaba) 

19.  다비드(Municipio de David) 

20.  돌레가 (Municipio de Dolega) 

21.  괄라카(Municipio de Gualaca) 

22.  레메디오스(Municipio de Remedios) 

23.  레나시미엔토(Municipio de Renacimiento) 

24.  산 로렌소(Municipio de San Lorenzo) 

25.  산 펠릭스(Municipio de San Félix) 

26.  톨레(Municipio de Tolé) 

 

다리엔주 지방정부(Provincia de Darién) 

 

27.  체피가나(Municipio de Chepigana) 

28.  피노가나(Municipio de Pinogana) 

 

헤레라주 지방정부(Provincia de Herrera) 

 

29.  치트레(Municipio de Chitré) 

30.  라스 미나스(Municipio de Las Minas) 

31.  로스 포소스(Municipio de Los Pozos) 

32.  오쿠(Municipio de Ocú) 

33.  파리타(Municipio de Parita) 

34.  페세(Municipio de Pesé) 

35.  산타마리아(Municipio de Santa María) 

 

로스 산토스주 지방정부(Provincia de Los Santos) 

 

36.  과라레(Municipio de Guararé) 

37.  라스 타블라스(Municipio de Las Tablas) 

38.  로스 산토스(Municipio de Los Santos) 

39.  마카라카스(Municipio de Macaracas) 

40.  페다시(Municipio de Pedasí) 

41.  포크리(Municipio de Pocrí) 

42.  토노시(Municipio de Tonosí) 

 

파나마주 지방정부(Provincia de Panamá) 

 

43.  발보아(Municipio de Balboa) 

44.  체포(Municipio de Chepo) 

45.  치만(Municipio de Chimán) 

46.  산 미구엘리토(Municipio de San Miguelito) 

47.  타보가(Municipio de Taboga) 

 

파나마 오에스테주 지방정부(Provincia de Panamá Oeste) 

 

48.  아라이한(Municipio de Arraiján) 

49.  카피라(Municipio de Capira) 

50.  차메(Municipio de Ch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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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라 초레라(Municipio de La Chorrera) 

52.  산 카를로스(Municipio de San Carlos) 

 

베라과스주 지방정부(Provincia de Veraguas) 

 

53.  아탈라야(Municipio de Atalaya)  

54.  칼로브레(Municipio de Calobre) 

55.  카냐사스(Municipio de Cañazas) 

56.  라 메사(Municipio de La Mesa) 

57.  라스 팔마스(Municipio de Las Palmas) 

58.  몬티호(Municipio de Montijo) 

59.  리오 데헤수스(Municipio de Río de Jesús) 

60.  산 프란스시코(Municipio de San Francisco) 

61.  산타페(Municipio de Santa Fe) 

62.  산티아고(Municipio de Santiago) 

63.  소나(Municipio de Soná) 

64.  마리아토(Municipio de Mari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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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그 밖의 적용대상기관 

 

 

가. 한국 양허표 

 

제8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

라 조달하는 그 밖의 정부기관에 적용한다. 

 

상품     400,000 SDR 

 

서비스     400,000 SDR 

 

건설서비스 15,000,000 SDR 

 

기관 목록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3.  한국조폐공사 

4. 한국전력공사(HS 번호 제8504호, 제8535호, 제8537호 및 제8544호 범주에           

해당되는 물품의 구매는 제외함)(주해3) 

5.  대한석탄공사 

6.  대한광물자원공사 

7.  한국석유공사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한국도로공사 

10.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수자원공사 

12.  한국농어촌공사 

13.  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  한국관광공사 

15.  근로복지공단 

16.  한국가스공사(주해3) 

17.  한국철도공사 

18.  한국철도시설공단(주해4) 

19.  서울메트로 

20.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21.  인천메트로 

22.  부산교통공사 

23.  대구도시철도공사 

2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25.  광주도시철도공사 

 

제3절에 대한 주해 

 

1. 제8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

칙」,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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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정은 조달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조달계약에 부수하는 운송서비스의 조

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에 의한 다음의 서비스 조달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  

 

설명 CPC 코드 

가. 엔지니어링 서비스 8672 

나. 종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8673 

다. 컴퓨터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84 

라. 성분ㆍ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 86761 

마. 기술 검사 서비스 86764 

바.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8675 

사. 철 제품, 기계류 및 장비에 부수적인 수리 서비스 633, 8861-8866 

아. 경영 자문 서비스 865 

자.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86601 

차. 통신 서비스(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포함) 7523 

 

4. 제8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의한 조달 중 다음만 적용된다. 

 

가. 일반철도 시설의 건설 및 조달 

나. 일반철도 설계를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다. 일반철도 시설의 감독 

라. 일반철도 시설의 관리 

 

 

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제8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

라 조달하는 그 밖의 정부기관에 적용한다. 

 

상품 

기준가:  

1. 목록 가의 기관: 200,000 SDR  

  2. 목록 나의 기관: 400,000 SDR  

 

서비스 

 제5절에 명시 

 기준가:  

1. 목록 가의 기관: 200,000 SDR 

  2. 목록 나의 기관: 400,000 SDR 

 

건설서비스 

 제6절에 명시 

 목록 가와 목록 나의 기준가: 15,000,000 SDR  

 

BOT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 

 기준가: 15,000,000 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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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목록 

 

목록 가 

 

1. 국가인쇄관리국(Junta Administrativa de la Imprenta Nacional) 

2. 농업홍보프로그램(Programa Integral de Mercadeo Agropecuario) 

3. 주택은행(Banco Hipotecario de la Vivienda) 

4. 공공교통위원회(Consejo de Transporte Público) 

5. 체육여가청(Instituto Costarricense del Deporte y la Recreación) 

6. 협동조합진흥청(Instituto Nacional de Fomento Cooperativo) 

7. 중앙은행1
(Banco Central de Costa Rica) 

8.  태평양항구청(Instituto Costarricense de Puertos del Pacífico) 

9.  공공서비스규제청(Autoridad Reguladora de los Servicios Públicos) 

10. 지하수관개배수관리청(Servicio Nacional de Aguas Subterráneas, Riego y 

 Avenamiento) 

 

목록 나 

 

1. 전력청2
(Instituto Costarricense de Electricidad) 

2. 정유공사(Refinadora Costarricense de Petróleo) 

3. 고속도로관리청2
(Consejo Nacional de Vialidad) 

4. 철도청2
(Instituto Costarricense de Ferrocarriles) 

5. 공공사업위원회(Consejo Nacional de Concesiones) 

 

제3절에 대한 주해 

 

1.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Costa Rica). 제8장은 화폐 및 주화 발행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전력청(Instituto Costarricense de Electricidad), 고속도로관리청(Consejo Nacional de 

Vialidad) 및 철도청(Instituto Costarricense de Ferrocarriles): 제8.9조에 규정된 기간은 

전력청, 고속도로관리청 및 철도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력청, 고속도로관리청 

및 철도청은 공급자가 적절한 입찰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을 제공한다. 제8.16조(국내 심의 절차)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청, 고속도로관리

청 및 철도청은 공급자가 서면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적어도 영

업일 기준으로 3일 이상의 기간을 제공한다.  

 

 

다. 엘살바도르 양허표  

 

제8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그 밖의 정부기관에 적용한다. 

 

상품 

 기준가:  

1. 목록 가의 기관: 400,000 SDR 

 2.  목록 나의 기관: 400,000 SDR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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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에 명시 

 기준가:  

1. 목록 가의 기관: 400,000 SDR 

 2. 목록 나의 기관: 400,000 SDR 

 

건설서비스 

 제6절에 명시 

 기준가:  

목록 가와 목록 나의 기준가: 15,000,000 SDR  

 

목록 가 

 

1.  과학기술위원회(Consejo Nacional de Ciencia y Tecnología) 

2.  커피위원회(Consejo Salvadoreño del Café) 

3.  투자공사(Corporación Salvadoreña de Inversiones) 

4.  관광공사(Corporación Salvadoreña de Turismo) 

5.  축구연합회(Federación Salvadoreña de Fútbol) 

6. 국제박람회센터(Centro Internacional de Ferias y Convenciones de El Salvador) 

7.  지역발전 지역사회투자기금(Fondo de Inversión Social para el Desarrollo) 

8. 산타 아나 나르시사 카스티요 국립요양원(Hogar de Ancianos “Narcisa Castillo”, 

Santa Ana) 

9.  벤자민블룸 국립어린이병원(Hospital Nacional de niños “Benjamín Bloom”) 

10. 찰란테난고 루이스 에드문도 바스케스 의사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Dr. Luis 

Edmundo Vásquez”, Chalatenango) 

11. 아후아차판 프란시스코 메넨데스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Francisco Menéndez”, 

Ahuachapán) 

12. 사카밀 후안 호세 페르난데즈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Juan José Fernández”, 

Zacamil) 

13. 산미구엘 산 후안 데 디오스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San Juan de Dios”, San 

Miguel) 

14. 산타아나 산 후안 데 디오스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San Juan de Dios”, Santa 

Ana) 

15. 손소나테 산 후안 데 디오스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San Juan de Dios”, 

Sonsonate) 

16.  우술루탄 산페드로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San Pedro”, Usulután) 

17. 산타 테클라 산 라파엘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San Rafael”, Santa Tecla) 

18. 산 빈센테 산타 게르트루디스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Santa Gertrudis”, San 

Vicente) 

19. 사카테콜루카 산타 테레사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Santa Teresa”, Zacatecoluca) 

20.  시우다드 바리오스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de Ciudad Barrios) 

21.  코후테페케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de Cojutepeque) 

22.  일로바스코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de Ilobasco) 

23.  히킬리스코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de Jiquilisco) 

24.  라 우니온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de La Unión) 

25.  메타판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de Metapán) 

26.  누에바 콘셉시온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de Nueva Concepción) 

27.  누에바 과달루페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de Nueva Guadalupe) 

28.  산 프란시스코 고테라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de San Francisco Gotera) 

29.  산타 로사 데 리마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de Santa Rosa de L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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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산티아고 데 마리아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de Santiago de María) 

31.  센순테페케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de Sensuntepeque) 

32.  수치토토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de Suchitoto) 

33. 네우몰로히코 호세 안토니오 살다냐 의사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Neumológico 

“Dr. José Antonio Saldaña”) 

34. 호세 몰리나 마르티네스 의사 국립정신병원(Hospital Nacional Psiquiátrico “Dr. José 

Molina Martínez”) 

35. 산 바르톨로 안헬리카 비달 나하로 간호사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Enfermera 

Angélica Vidal de Najarro”, San Bartolo) 

36.  체육청(Instituto Nacional de los Deportes de El Salvador) 

37.  공무원연금청(Instituto Nacional de Pensiones de los Empleados Públicos) 

38.  여성개발청(Instituto Salvadoreño de Desarrollo de la Mujer) 

39.  지방발전청(Instituto Salvadoreño de Desarrollo Municipal) 

40.  협동조합청(Instituto Salvadoreño de Fomento Cooperativo) 

41.  직업교육청(Instituto Salvadoreño de Formación) 

42.  아동보호청(Instituto Salvadoreño de Protección al Menor) 

43.  종합재활청(Instituto Salvadoreño de Rehabilitación Integral) 

44.  농업전환청(Instituto Salvadoreño de Transformación Agraria) 

45.  자연인등록소(Registro Nacional de las Personas Naturales) 

46.  재무감독소(Superintendencia del Sistema Financiero) 

47.  전문집행부(Unidad Técnica Ejecutiva) 

 

목록 나 

 

1. 국립등록센터(Centro Nacional de Registros) 

2. 로살레스 국립병원(Hospital Nacional Rosales) 

3. 전력통신감시국(Superintendencia General de Electricidad y Telecomunicaciones) 

 

제3절에 대한 주해 

 

제8장은 CPC 버전 1.1 제2절(식료품ㆍ음료 및 코담배, 섬유ㆍ의류 및 가죽 제품)에 분류

된 상품을 목록 가의 기관에 조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온두라스 양허표  

 

제8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

라 조달하는 그 밖의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상품 

 기준가: 400,000 SDR  

 

서비스 

 제5절에 명시 

 기준가: 400,000 SDR 

 

건설서비스 

 제6절에 명시 

 목록 가와 목록 나의 기준가: 15,000,000 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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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목록 

1. 산림보존보호지역야생동물청(Instituto Nacional de Conservación y Desarrollo Forestal, 

Á reas Protegidas y Vida Silvestre)  

2.  농업홍보청(Instituto Hondureño de Mercadeo Agrícola) 

3. 알콜마약중독방지청(Instituto Hondureño para la prevención del Alcoholismo, 

Drogadicción y Farmacodependencia) 

4.  관광청(Instituto Hondureño de Turismo) 

5. 행정부임직원퇴직연금청(Instituto Nacional de Jubilaciones y Pensiones de los 

Funcionarios y Empleados del Poder Ejecutivo) 

6. 체육시설발전위원회(Comisión Nacional Pro-Instalaciones Deportivas y Mejoramiento 

del Deporte) 

7.  상시비상대책위원회(Comité Permanente de Contingencias) 

8.  국립농업연구원(Instituto Nacional Agrario) 

9.  중앙은행(주해1)(Banco Central de Honduras) 

10.  국립항구공사(Empresa Nacional Portuaria) 

 

제3절에 대한 주해 

 

1.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Honduras): 제8장은 화폐의 발행 또는 유통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8장은 이 목록에 기재된 기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마. 니카라과 양허표 

 

1. 제8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그 밖의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상품 

 기준가:  

1. 목록 가의 기관: 200,000 SDR, 또는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간은 

274,000 SDR  

2. 목록 나의 기관: 400,000 SDR, 또는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간은 

550,000 SDR 

 

서비스 

 제5절에 규정 

 기준가:  

1. 목록 가의 기관: 200,000 SDR, 또는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간은 

274,000 SDR 

2. 목록 나의 기관: 400,000 SDR, 또는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간은 

550,000 SDR  

 

건설서비스 

 제6절에 규정 

목록 가와 목록 나의 기준가: 15,000,000 SDR, 또는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간은 18,000,000 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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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장은 다음의 목록에 포함된 기관에만 적용한다.  

 

목록 가 

 

1.  중앙은행(주해1)(Banco Central de Nicaragua) 

2.  국세총국(주해2)(Dirección General de Ingresos) 

3.  정보개발청(Instituto Nacional de Información de Desarrollo) 

4.  산림청(Instituto Nacional Forestal) 

5.  문화청(Instituto Nicaragüense de Cultura) 

6.  영토연구청(Instituto Nicaragüense de Estudios Territoriales) 

7.  체육청(Instituto Nicaragüense de Deportes) 

8.  농업기술청(Instituto Nicaragüense de Tecnología Agropecuaria) 

9.  관광청(Instituto Nicaragüense de Turismo) 

10.  인권보호검찰청(Procuraduría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Humanos) 

11.  총검찰청(Procuraduría General de la República) 

12.  공공부(Ministerio Público) 

13.  루벤다리오국립극장(Teatro Nacional Rubén Darío) 

14. 대학교(주 기금 지원에 의한 구매로 한정한다)[Universidades (con respecto a las 

compras financiadas con fondos del Estado)] 

15.  협동조합발전청(Instituto Nicaragüense de Fomento Cooperativo) 

16.  산림개발기금(Fondo Nacional de Desarrollo Forestal) 

17.  국립기술청(Instituto Tecnológico Nacional) 

18.  니카라과 라디오(Radio Nicaragua) 

 

목록 나 

 

1. 우편청(Correos de Nicaragua) 

2. 기술청(Instituto Nacional Tecnológico) 

3. 상하수도청(Instituto Nicaragüense de Acueductos y Alcantarillados) 

4. 에너지청(Instituto Nicaragüense de Energía) 

5. 도시지방주택청(Instituto de Vivienda Urbana y Rural) 

 

제3절에 대한 주해 

 

1.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Nicaragua): 제8장은 화폐와 주화의 발행을 위한 조달 및 

그 밖의 특수한 서비스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국세총국(Dirección General de Ingresos): 제8장은 여권(보안 용지 및 보안 플라스틱

과 같은 보안 요소를 포함한다) 발행, 인지세 및 그 밖의 세금 종류를 위한 조달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바. 파나마 양허표 

 

제8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

라 조달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적용한다. 

 

상품 

 제4절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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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가: 400,000 SDR  

 

서비스 

 제5절에 명시 

 기준가: 400,000 SDR  

 

건설서비스(BOT계약을 포함한다) 

 제6절에 명시 

 기준가: 15,000,000 SDR 

 

기관 목록 

 

제8장은 다음의 기관에만 적용한다.  

 

1.  토쿠멘 국제공항(Aeropuerto Internacional de Tocumen) 

2. 파나마-태평양 경제특별구역관리원(Agencia del Á rea Económica Especial Panamá-

Pacífico) 

3. 소비자보호경쟁보호국(Autoridad de Protección al Consumidor y Defensa de la 

Competencia) 

4.  공공서비스국(Autoridad Nacional de los Servicios Públicos) 

5.  식품안전국(Autoridad Panameña de Seguridad de Alimentos) 

6.  상하수도청(Instituto de Acueducto y Alcantarillados Nacionales) 

7.  농업보험청(Instituto de Seguro Agropecuario) 

8.  문화청(Instituto Nacional de Cultura) 

9.  특수교육원(Instituto Panameño de Habilitación Especial) 

10. 인력교육개발청(Instituto para la Formación y Aprovechamiento de Recursos Humanos) 

11.  등기소(Registro Público de Panamá) 

12.  은행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 

13.  증권시장감독원(Superintendencia del Mercado de Valores) 

14.  파나마기술대학교(Universidad Tecnológica de Panam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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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상품 

 

 

가. 한국 양허표 

 

1. 제8장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1절부터 제3절까지에 기재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상품 조달에 적용된다.  

 

2. 제8.3조(예외)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조건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

청에 의한 조달의 경우, 이 협정은 다음의 군급번호(FSC) 분류품목에만 적용된다.  

 

군급번호 참조

번호 

품목명 

1. 2510 차량의 운전실, 차체 및 프레임 구조 구성품 

2. 2520 차량 동력전달 장치 구성품 

3.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수품 

4. 2590 그 밖의 차량 구성품 

5. 2610 항공기용이 아닌 공기식 타이어와 튜브 

6.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연료계통 구성품 

7.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전기계통 구성품 

8.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냉각계통 구성품 

9.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공기 및 기름필터, 여과기 및 정화기 

10. 2990 항공기용이 아닌 그 밖의 엔진부수품 

11. 3020 기어, 활자, 톱니바퀴 및 전달체인 

12. 3416 선반 

13. 3417 절삭기 

14. 3510 세탁 및 드라이크리닝 장비 

15. 4110 냉장장비 

16. 4230 오염제거 및 주입장비 

17. 4520 공간 난방장치 및 가정용 온수기 

18. 4940 그 밖의 유지장비 및 수리점용 특수장비 

19. 5120 날이 없고 전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수공구 

20. 5410 사전조립 및 이동식 건축물 

21. 5530 합판 및 단판 

22. 5660 울타리재료, 울타리, 문 및 구성품 

23. 5945 계전기 및 원통코일  

24. 5965 헤드세트, 송수화기,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25. 5985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26. 5995 전선, 코드 및 전선조립품: 통신장비용 

27. 6505 약품 및 생물제제  

28. 6220 차량용 전기조명 및 설비 

29. 6840 살충소독제 

30. 6850 각종 특수화학물 

31. 7310 식품조리, 제빵 및 급식장비 

32. 7320 주방설비 및 기구 

33. 7330 주방용품 및 용구 

34. 7350 식탁용 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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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7360 음식조리 및 급식용 세트, 키트, 장비 및 모듈 

36. 7530 문방구 및 기록용지 

37. 7920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38. 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39. 8110 드럼 및 깡통 

40. 9150 기름 및 윤활유: 절삭용, 윤활용 및 유압용 

41. 9310 종이와 판지 

 

 

나. 파나마의 양허표 

 

제8장은 각 절의 주해와 일반 주해에 따라, 이 부속서의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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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서비스 

 

 

가. 한국 양허표 

 

보편적 서비스 목록 중 MTN.GNS/W/120 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다음의 서비스는 적용

대상이 된다.  

 

MTN.GNS/W/120 CPC 설명 

1.A.b. 862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1.A.c. 863 세무서비스 

1.A.d. 8671 건축서비스 

1.A.e.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1.A.f. 8673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1.A.g. 8674 도시계획 및 경관 건축 서비스 

1.B. 84 컴퓨터 서비스 

1.B.a. 841 컴퓨터설비 설치관련 자문 서비스 

1.B.b. 842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1.B.c. 843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1.B.d. 844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 

1.B.e. 845 컴퓨터를 포함하는 사무기계류 및 기기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서비스 

1.E.a. 83103 선박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임대/리

스 서비스 

1.E.b. 83104 항공기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임대/

리스 서비스 

1.E.c. 83101, 83105* 그 밖의 운송기기(15인승 미만의 승용차로 한정

함)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임대/리스 

서비스  

1.E.d. 83106, 83108, 

83109 
그 밖의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임대/리스 서비스 

 83107 건설 기계 및 기기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아니

하는 임대/리스 서비스 

1.F.a. 8711, 8719 광고 대행 서비스 

1.F.b. 86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1.F.c. 865 경영컨설팅 서비스 

1.F.d. 86601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 

1.F.e. 86761* 성분과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대기, 수질, 소

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

석 서비스로 한정함) 

 86764 기술적 진단 서비스 

1.F.f. 8811*, 8812*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 서비스 

 

 

8814* 임업 부수 서비스(공중 소화 및 병해충 방제는 

제외함) 

1.F.g. 882*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h. 883* 광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m. 86751, 86752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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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n. 633, 8861 장비의 유지 및 보수 

 8862, 8863  

 8864, 8865  

 8866  

1.F.p. 875 사진 서비스 

1.F.q. 876 포장 서비스 

1.F.r. 88442* 인쇄(스크린 인쇄, 그라비어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 

1.F.s. 87909* 속기 서비스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1.F.t. 87905 번역 및 통역 서비스 

2.C.j.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2.C.k.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 

2.C.l. 7523*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 포함한 고도/부가 팩

시밀리 서비스 

2.C.m. -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2.C.n. 843*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

함) 

2.D.a. 96112*, 96113*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및 배급 서비스(케

이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는 제

외함) 

2.D.e. - 음반 제작 및 배급 서비스(녹음) 

6.A. 9401* 폐수 처리 서비스(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

만 해당함) 

6.B. 9402* 산업폐기물 처리 서비스(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함) 

6.D. 9404*, 9405*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건설업 서비

스는 제외한 서비스) 

 9406*, 9409* 환경분야 시험평가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

만 해당함) 

9.A. 641 호텔 및 그 밖의 숙박 서비스 

9.A. 642 음식 제공 서비스 

9.A. 6431 오락을 제공하지 않는 음료 제공 서비스(CPC 

6431의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은 제외함) 

9.B. 7471 여행 알선 및 대행 서비스(정부 운송요청은 제외

함) 

11.A.b. 7212* 카보타지는 제외한 국제운송 

11.A.d. 8868* 선박의 정비 및 수리 

11.F.b. 71233* 카보타지는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 운송 

11.H.c. 748* 화물 운송 대행 서비스 

  - 해운대리업 서비스 

  -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 

  - 해운중개 서비스 

  - 항공화물 운송 대리업 서비스 

  - 통관 서비스 

11.I.  - 철도 운송을 위한 화물 주선 

 

 



Annex 8A-33 

제5절에 대한 주해 

 

별표(*)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최초 약속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정된 조건부 양허안에 자

세히 기재된 대로 “일부분”을 가리킨다.  

 

 

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제8장은 이 부속서에 기재된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일반 주해를 조건으로 이 부속서의 제

1절,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부속서의 적

용대상인 모든 서비스는 부속서 I, 부속서 II 및 부속서 III의 코스타리카 양허표에 기재

된 기존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제8장은 유엔 중앙품목분류 1.0(CPC 버전 1.0)에 분류된 다음의 서비스 조달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 서비스 

 

대분류 81 연구개발 서비스 

 

2. 정부소유 시설 관리(행정 시설 및 서비스 건물, 비행장, 통신, 미사일 시설, 교육 

건물, 병원 건물, 산업 건물, 주거 건물, 창고 건물, 연구개발 시설, 그 밖의 건물, 

보존 및 개발 시설, 고속도로, 도로, 거리, 교량 및 철도, 전기발전 시설, 공공사업, 

그 밖의 비건물 시설) 

 

3. 복권 관리 및 유통 

 

소분류 9692 도박 및 베팅 서비스 

 

4. 공공 서비스 

 

대분류 69 전기공급 서비스, 본관을 통한 가스 및 수도공급 서비스 

대분류     91 행정 및 전체 공동체를 위한 그 밖의 서비스, 강제적 사회보장 서비스 

대분류 92 교육 서비스(공공교육) 

대분류 93 보건 및 사회 서비스 

 

 

다. 엘살바도르 양허표 

 

제8장은 이 부속서에 기재된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일반 주해를 조건으로 이 부속서의 제

1절,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부속서의 적

용대상인 모든 서비스는 부속서 I, 부속서 II 및 부속서 III의 엘살바도르 양허표에 기재

된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라. 온두라스 양허표 

 

제8장은 이 절에서 제외된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각 절에 대한 주해 및 제6절의 주해를 

조건으로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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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의 적용대상인 모든 서비스는 부속서 I, 부속서 II 및 부속서 III의 온두라스 양허

표에 기재된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제8장은 CPC 버전 1.0에 분류된 다음의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공공 서비스 

 

1. 대분류  64     육로 운송 서비스 

2. 대분류  66     항공 운송 서비스 

3. 대분류  69     전기공급 서비스, 본관을 통한 가스 및 수도공급 서비스 

4. 대분류  91     행정 및 전체 공동체를 위한 그 밖의 서비스, 의무 사회 보장서비스 

5. 대분류  92      교육 서비스(공공교육) 

6. 대분류  93      보건 및 사회 서비스 

7. 대분류  94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위생 및 그 밖의 환경보호 서비스 

 

나. 개인 전문직 서비스(제8장은 계약체결이 그러한 장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

닌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전문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의 계약체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니카라과 양허표  

 

제8장은 이 절에서 제외된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각 절에 대한 주해 및 제6절의 주해를 

조건으로 부속서 제1절 및 제3절에 기재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모든 서비스는 부속서 I, 부속서 II 및 부속서 III의 니카라과 양허

표에 기재된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제8장은 공통 분류 체계에 기재된 다음의 서비스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공통 분

류 체계의 전체 목록에 대해서는 www.sice.oas.org/trade/nafta/chap-105.asp를 참조할 것)  

 

정부소유 시설 관리(행정 시설 및 서비스 건물, 비행장, 통신, 미사일 시설, 교육 건물, 

병원 건물, 산업 건물, 주거 건물, 창고 건물, 연구개발 시설, 그 밖의 건물, 보존지역 및 

개발 시설, 고속도로, 도로, 거리, 교량 및 철도, 전기발전 시설, 공공사업, 그 밖의 비건

물 시설) 

 

제8장은 유엔 중앙품목분류 1.0(CPC 버전 1.0)에 분류된 다음의 서비스 조달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 

 

 

공공서비스 

 

대분류 69 전기공급 서비스, 본관을 통한 가스 및 수도공급 서비스 

대분류 81 연구개발 서비스 

대분류 8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대분류 83 그 밖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대분류 91 행정 및 전체 공동체를 위한 그 밖의 서비스, 의무 사회보장 서비스 

대분류 92 교육 서비스(공공교육) 

대분류 93 보건 및 사회 서비스 

대분류 94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위생 및 그 밖의 환경보호 서비스 

http://www.sice.oas.org/trade/nafta/chap-10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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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파나마 양허표 

 

1. 제8장은 이 절에서 제외된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각 절에 대한 주해 및 일반 주해를 

조건으로 이 부속서의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2.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모든 서비스는 부속서 I, 부속서 II 및 부속서 III의 파나마 양

허표에 기재된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3. 제8장은 CPC 버전 1.0 및 공통분류체계에 분류된 다음의 서비스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류코드 설명 

64 육로 운송 서비스 

66 항공 운송 서비스 

6751 버스 정류소 서비스 

68111 편지와 관련된 우편 서비스 

68112 소포와 관련된 우편 서비스 

68113 우체국 창구 서비스 

68119 그 밖의 우편 서비스 

6911 전기 송전 및 배전 서비스 

692 본관을 통한 수도 공급 서비스 

81 연구개발 서비스 

91 행정 및 전체 공동체를 위한 그 밖의 서비스, 의무 사회보장 서비스 

92 교육 서비스 

93 보건 및 사회 서비스 

9692 도박 및 베팅 서비스 

D304 자동정보처리 통신 및 전송 서비스(“고도 또는 부가가치 서비스”로 분

류된 서비스는 제외함). 이 규정의 목적상, “자동정보처리 통신 및 전송 

서비스”의 조달에는 음성이나 자료의 전송을 위한 시설의 소유 또는 

제공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D305 원격처리 및 시분할 서비스 

D316 원격통신망 운영 서비스 

D317 자동화 뉴스 서비스, 자료 서비스 또는 그 밖의 정보 서비스 

D399 그 밖의 자동정보처리 및 원격통신 서비스 

M 정부소유 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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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건설서비스 

 

 

가. 한국 양허표 

 

제8장은 각 절에 대한 주해 및 제6절의 주해를 조건으로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

된 기관이 조달하는 CPC 51에 분류된 모든 건설서비스에 적용된다.  

 

건설ㆍ운영ㆍ이전 방식 계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

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의 규정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

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

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을 말한다.  

 

제6절에 대한 주해 

 

제8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에는 적용

되지 아니한다.  

 

 

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제8장은 각 절에 대한 주해 및 제6절의 주해를 조건으로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

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건설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모든 건설서

비스는 부속서 I, 부속서 II 및 부속서 III의 코스타리카 양허표의 적용을 받는다.  

 

건설ㆍ운영ㆍ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

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규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

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을 말한다.  

 

 

다. 엘살바도르 양허표  

 

제8장은 각 절에 대한 주해 및 제6절의 주해를 조건으로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

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건설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모든 건설서

비스는 부속서 I, 부속서 II 및 부속서 III의 엘살바도르 양허표의 적용을 받는다.  

 

 

라. 온두라스 양허표  

 

제8장은 각 절에 대한 주해 및 제6절의 주해를 조건으로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

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건설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모든 건설서

비스는 부속서 I, 부속서 II 및 부속서 III의 온두라스 양허표의 적용을 받는다.  

 

 

마. 니카라과 양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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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은 각 절에 대한 주해 및 제6절의 주해를 조건으로 제1절 및 제3절에 기재된 기관

이 조달하는 모든 건설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모든 건설서비스는 

부속서 I, 부속서 II 및 부속서 III의 니카라과 양허표의 적용을 받는다.  

 

 

바. 파나마 양허표  

 

1. 제8장은 이 절에서 제외된 건설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각 절에 대한 주해 및 일반 주해

를 조건으로 이 부속서의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건설서

비스에 적용된다.  

 

2.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모든 건설서비스는 부속서 I, 부속서 II 및 부속서 III의 파나

마 양허표에 기재된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3. 제8장은 제8.4조제1항부터 제8.4조제6항까지를 제외하고 BOT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

다. BOT 계약은 파나마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BOT 계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의 규정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

관이 공급자에게 계약 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

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을 

말한다.  

 

4. 제8장은 준설 서비스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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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일반 주해 

 

 

가. 한국 양허표 

 

1. 제8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항의 조달은 제8장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3. 이 절의 목적상,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에는 건설ㆍ운영ㆍ이전 계약이 포함된다.  

 

 

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여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 일반 주해는 이 부속서의 모든 절을 포함하여 

제8장에 대한 예외 없이 적용된다.  

 

1. 제한입찰 

 

제8.11조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조달 기관은 다음의 상황에서 제한입찰 절차에 의하여 

계약을 낙찰할 수 있다.  

 

가. 자연재해와 같이 예측되지 아니하고 불가피한 사건에 의하여 초래된 이유상 조달

기관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히 증명된 공중보건 및 안보와 같은 중요한 

공익을 수반하는 경우 

 

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 

 

다. 법적 절차의 긴급한 주목, 그리고  

 

라. 해외에 위치한 정부 사무소의 건축과 설립 그리고 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외

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의 조달 

 

2. 특정한 제외 

 

가. 제8장은 코스타리카 공공 기관이 제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코스

타리카 조달 기관이 조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8장은 정부의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제8장은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아닌 회사에 의한 이례적인 처분 또는 청산이나 법

정관리 중인 사업 자산 처분과 같이 매우 단기적인 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

로 유리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부속서의 목적상, 적용대상조달에는 건설ㆍ운영ㆍ이전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가 포함

된다.  

 

3. 코스타리카는 매 2년마다 이 부속서의 기준가를 자국통화로 환산한다. 각 조정은 2018

년 1월부터 시작하여 1월 1일에 발효될 것이다. 환산은 미국 달러로 표시한 자국 통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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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가치 평균을 이용한 중앙은행의 공식 환산율에 따른다. 그러한 절차는 그 조정이 

발효될 연도 이전의 9월 30일에 종료되는 2년의 기간에 걸쳐 시행될 것이다.   

 

 

다. 엘살바도르 양허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일반 주해는 제8장에 적용되고, 이 부속서의 모든 절

을 포함한다.   

 

1. 제8장은 각 절에 대한 주해 및 제6절의 주해를 조건으로 이 부속서의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된 계약 기관은 공급자 명부를 사용할 수 있다.  

 

특정한 제외 

 

가. 제8장은 엘살바도르 공공 기관에 의하여 제조되거나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를 엘살바도르 조달 기관이 조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8장은 정부의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제8장은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아닌 회사에 의한 이례적인 처분 또는 청산이나 법

정관리 중인 사업 자산 처분과 같이 매우 단기적인 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

로 유리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온두라스 양허표 

 

여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일반 주해는 이 부속서의 모든 절을 포함하

여 제8장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1. 특정한 제외 

 

가. 제8장은 정부의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8장은 온두라스 공공 기관에 의하여 제조되거나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온두라스 조달 기관이 조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제8장은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아닌 회사에 의한 이례적인 처분 또는 청산이나 법

정관리 중인 사업 자산 처분과 같이 매우 단기적인 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

로 유리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조달기관은 제8.11조에 기재된 경우 이외에도 다음의 상황에서 제한입찰 절차에 

의하여 계약을 낙찰할 수 있다.  

 

1) 비상 상황에 의하여 초래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취지의 경우 

2)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 

3) 조폐 및 화폐 인쇄의 경우 

 

2. 온두라스는 매 2년마다 이 부속서의 기준가를 자국통화로 환산한다. 각 조정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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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시작하여 1월 1일에 발효될 것이다. 환산은 미국 달러로 표시한 자국 통화의 일

일 가치 평균을 이용한 중앙은행의 공식 환산율에 따른다. 그러한 절차는 그 조정이 발

효될 연도 이전의 9월 30일에 종료되는 2년의 기간에 걸쳐 시행될 것이다.  

 

 

마. 니카라과 양허표 

 

다음의 일반 주해는 이 부속서의 모든 절을 포함하여 제8장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1. 제외  

 

가. 제8장은 정부의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8장은 특히 함브레세로 및 우수라 세로 프로그램과 같은 빈곤층 또는 극빈층을 

비롯한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틀 내에서 시행되는 조

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제8장은 공중보건 보호, 빈곤감소 및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 장애인, 청소년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정부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제8장은 주권안보, 국가 안보 및/또는 공공 이익의 보존,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

로 하는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제8장은 니카라과 군대(Ejército de Nicaragua) 및 경찰(Policía Nacional)을 위한 또는 

그에 의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바. 제8장은 특수 컴퓨터 시스템의 인수 및 유지 및 공공 재무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저장과 전송 장비를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 제8장은 건설ㆍ운영ㆍ이전 계약(“BOT 계약”이라 한다) 및 공공사업 실시에는 적

용되지 아니하고, 국내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니카라과 대운하(El Gran Canal Interoceánico de Nicaragua)와 그 사업 및 하위 사업

과 관련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 제8장은 니카라과 공공 기관에 의하여 제조되거나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니카라과 조달 기관이 조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제8장은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아닌 회사에 의한 이례적인 처분 또는 청산이나 법

정관리 중인 사업 자산 처분과 같이 매우 단기적인 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

로 유리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조달기관은 제8.11조에 기재된 경우 이외에도 다음의 상황에서 제한입찰 절차에 의하

여 계약을 낙찰할 수 있다.  

 

가. 예술 작품의 조달 또는 인수 

 

3. 니카라과는 매 2년마다 이 부속서의 기준가를 자국통화로 환산한다. 각 조정은 2018년 

1월부터 시작하여 1월 1일에 발효될 것이다. 환산은 미국 달러로 표시한 자국 통화의 일

일 가치 평균을 이용한 중앙은행의 공식 환산율에 따른다. 그러한 절차는 그 조정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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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될 연도 이전의 9월 30일에 종료되는 2년의 기간에 걸쳐 시행될 것이다.  

 

 

바. 파나마 양허표 

 

1. 일반 주해는 이 부속서의 모든 절을 포함하여 제8장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기간 제외 

 

2. 제8.9조제3항에 규정된 최소 40일의 기간은 한국과 파나마의 각 당사국의 법규와의 일

치 여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과 파나마가 검토할 때까지 이 부속서의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된 기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정한 제외 

 

3. 제8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공공사업 실시 계약을 포함한 주정부가 부여하는 실시의 제도에 따른 조달 

 

나.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장려를 취지로 하는 조달 조치 

 

다. 화폐, 주화, 납세필 인지 또는 우표 발행을 위한 조달 

 

라. 농업 발전 및 지원 그리고 식품 원조 프로그램과 관련된 농업 제품의 조달 

 

마. 파나마 공공 기관에 의하여 제조되거나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파나마 조

달 기관에 의한 조달 

 

바. 조달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에 부수적인 운송 서비스의 조달 

 

사.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아닌 회사에 의한 이례적인 처분 또는 청산이나 법정관리 

중인 사업 자산 처분과 같이 매우 단기적인 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

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매, 그리고  

 

아. 특별한 절차 및 비상시 획득을 위한 특별한 절차에 따른 조달 

 

기준가의 조정 

 

4. 파나마는 매 2년마다 이 부속서의 기준가를 자국통화로 환산한다. 각 조정은 이 협정

의 발효 후 다음 연도의 1월 1일에 발효될 것이다.   

 

5. 파나마는 조정된 기준가의 효력이 발생할 연도의 10월 1일 또는 11월 1일 직전 2년의 

기간 동안 국제통화기금이 “국제금융통계”에 매월 공표하는 SDR에 대한 미국 달러의 일

일 환산율 평균에 기초하여 기준가 조정을 계산한다. 

 

파나마는 각 기준가가 발효되기 전에 그 자국통화로 새롭게 계산한 기준가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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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8-나 

제8.5조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이 활용하는 전자 또는 종이 매체 

 

 

한국 

조달청 

www.pps.go.kr 

 

코스타리카 

공식관보(Diario Oficial La Gaceta) 

www.gaceta.go.cr 

 

코스타리카 법률 정보 시스템(Sistema Costarricense de Información Jurídica) 

www.pgr.go.cr/scij 

 

코스타리카 정부 조달시스템(Sistema de Compras Públicas Costarricense -SICOP) 

www.sicop.go.cr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국립인쇄국(Imprenta Nacional de la República de El Salvador) 

www.imprentanacional.gob.sv 

 

온두라스 

온두라스 관보(La Gaceta Diario Oficial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www.lagaceta.hn 

 

니카라과 

니카라과 관보(La Gaceta, Diario Oficial de Nicaragua) 

www.lagaceta.gob.ni 

 

전자조달시스템(Sistema de Contrataciones Administrativas Electrónicas) 

www.nicaraguacompra.gob.ni 

 

파나마 

전자관보(Gaceta Oficial Digital) 

www.gacetaoficial.gob.pa 

 

국회(Asamblea Nacional - LEGISPAN y Gacetas Oficiales) 

www.asablea.gob.pa 

 

정부조달 전자시스템(Sistema Electrónico de Contrataciones Públicas - PANAMA COMPRA) 

www.panamacompra.gob.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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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C:/Users/user/Desktop/최종검독/중미최신_0926/www.lagacet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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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8-다 

제8.6조 및 제8.15조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당사국들이 통지의 공표를 위하여 활용하는 전

자 또는 종이 매체 

 

 

한국  

나라장터 

www.koneps.go.kr 

 

코스타리카 

관보(Diario Oficial La Gaceta) 

www.gaceta.go.cr 

 

코스타리카 정부조달시스템(Sistema de Compras Públicas Costarricense -SICOP)  

www.sicop.go.cr 

 

엘살바도르 

정부조달 전자시스템(Sistema Electrónico de Compras Públicas - COMPRASAL) 

www.comprasal.gob.sv 

 

온두라스 

온두라스 공화국 관보(La Gaceta Diario Oficial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www.lagaceta.hn/ 

 

온두라스 조달취득정보시스템(Sistema de Información de Contratación y Adquisiciones del E

stado de Honduras -HONDUCOMPRAS)  

http://www.honducompras.gob.hn 

 

니카라과 

전자행정조달시스템(Sistema de Contrataciones Administrativas Electrónicas) 

www.nicaraguacompra.gob.ni 

 

파나마 

정부조달전자시스템(Sistema Electrónico de Contrataciones Públicas - PANAMA COMPRA) 

www.panamacompra.gob.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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