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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중소기업 프로그램 사무국 
중소기업 프로그램 가이드 
이 가이드에 따라 중소기업이 크게 달라집니다 

######################################## 

######################################## 

######################################## 

비전 
NASA 본부의 중소기업 프로그램 사무국(OSBP)의 비전은 모든 중소기업들을 우주 탐사, 과학적 
발견 및 항공 연구의 미래를 개척하는 경쟁력 있는 계약업자 등급으로 승격시키고 통합하는 것이다. 

임무 
중소기업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항공우주국장에게 보고한다. 

모든 범주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NASA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를 촉진한다. 

기술 이전, 기술 상업화 등 하이테크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중소기업에게 NASA 원청계약 및 하청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한다. 

항공우주국 부국장의 서한 
NASA는 중소기업에게 NASA 원청계약 및 하청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NASA 중소기업 프로그램 사무국의 목표는 사무국과 전세계 중소기업 
간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이고 효과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이와 같은 NASA의 노력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이 안내책자에는 사회경제적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면서 NASA, NASA 센터 및 멘토-
프로티지 프로그램(MPP)과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에 관한 귀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하면, 추가 정보는 NASA OSBP 웹사이트(http://osbp.nasa.gov/) 에서 
언제든지 입수할 수 있습니다. 

Glenn A. Delgado 

부국장 

중소기업 프로그램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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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A와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 
1.  귀사의 제품/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	 

•	 

•	 

•	 

•	 

•	 

•	 

•	 

•	 

•	 

귀사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연방보급국[FSC/SVC] 코드(http://www.hq.nasa.gov/office/ 
procurement/regs/FSCCodes.doc) 와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 코드(http://www.census.gov/ 
naics/) 를 확인합니다. 

정부 사업에 중점을 둔 역량 요약서를 인쇄본과 전자버전으로 준비합니다. 

2.  귀사의 사업체를 등록합니다 

국제사업자등록(DUNS) 번호(http://www.dandb.com/fedgov/) 를 획득합니다. 

연방계약관리시스템(SAM)(http://www.sam.gov) 에 등록합니다. 

NASA 납품업체 데이터베이스 (NVDB) (https://vendors.nvdb. nasa. gov/index. cfm 

?fuseaction=Vendor. challenge_screen)에 등록합니다.
G

3.  NASA 내 목표 시장을 확인합니다. 

상위 NAICS 코드와 NASA 조달 예측(http://www.hq.nasa.gov/office/procurement/forecast/) 을 
검토하여 각 NASA 센터(http://osbp.nasa.gov/about.html) 가 무엇을 조달하는지 파악합니다. 

NASA 웹사이트(http://www.nasa.gov), OSBP 보도자료(http://osbp.nasa.gov/newsletter.html),  
산업 간행물(Space News, Aviation Weekly, Physics Today 등)을 검토합니다. 

특정 NASA 센터와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에 관한 조언은 각 NASA 센터의 중소기업전문가(SBS) 
(http://osbp.nasa.gov/contacts.html) 에 문의합니다. 

4.  현재 NASA 조달 기회를 확인합니다. 

연방사업기회 웹사이트(https://www.fbo.gov) 또는 NASA 조달 웹사이트(http://prod.nais.nasa. 
gov/cgi- bin/nais/link_syp.cgi)(NASA 요구사항을 파악하 는데 도움이 되며 배포된 요구사항을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다)를 확인해 귀사 제품/서비스의 현재 조달 기회를 
확인합니다. 

5.  NASA 계약 절차를 숙지합니다 

연방조달규정(FAR)(http://farsite.hill.af.mil) 과 NASA 연방조달규정부칙(http://www.hq.nasa.gov/ 
office/procurement/regs/nfstoc.htm) 을 숙지합니다. 

6.  연방공급일정(FSS) 계약을 조사합니다 

연방공급일정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정보는 미연방조달청(GSA)(http://www.gsa.gov/portal/ 
category/100611) 에 문의합니다. 많은 NASA 구매는 실제로 FSS 계약 발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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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을 찾습니다

•	

•	

•	

•	

•	 

조달기술지원센터(PTAC)(http://www.dla.mil/SmallBusiness/Pages/
ProcurementTechnicalAssistanceCenters.aspx) 의 마케팅, 금융 및 계약 문제에 대한 교육 및
자문을 최소 비용으로 또는 무료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PTAC는 대부분의 주에 설립돼 
있으며, 미국방부의 자금을 일부 지원받아 DOD 및 기타 정부기관과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SBA) 조달센터 담당자(PCR)(http://www.sba.gov/content/procurement-center-
representatives) 와 SBA 사업개발센터(http://www.sba.gov/content/small-business-development-
centers-sbdcs) 와 협의합니다. SBA는 각 NASA 센터와 연락하고 있습니다.

• SCORE(http://www.score.org) 를 통해 이전 CEO의 유익한 멘토링을 무료로 받습니다.

8. 하청계약 기회를 조사합니다

SBA의 SUB-Net(http://web.sba.gov/subnet/search/index.cfm) 또는 하청계약 기회 디렉토리
(http://www.sba.gov/category/navigation-structure/contracting/contracting-opportunities/
sub- contracting/subcontracting-opportunities-directory)에서 하청계약 기회에 관한 정보를
얻습니다. 입찰초청 또는 공고는 원청계약자가 게시합니다. NASA 원청 납품업체 목록은 NASA 
마샬우주비행센터 웹사이트(http://ec.msfc.nasa.gov/doing_business/)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9. NASA 중소기업프로그램을 조사합니다

NASA 멘토-프로티지 프로그램(http://osbp.nasa.gov/mentor.html), 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
(http://sbir.gsfc.nasa.gov/SBIR/SBIR.html), 역사적 흑인대학 프로그램 및 소수민족 교육기관과
같은 다른 중소기업 프로그램을 조사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른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NASA 중소기업 프로그램 사무국 웹사이트(http://osbp.nasa.gov) 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10. 귀사를 잘 마케팅합니다!!!

귀사의 고객을 파악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연구하고 NASA 조달규정 및 전략을 숙지하였다면 
이제 귀사의 제품/서비스를 마케팅할 차례입니다. 귀사의 능력을 귀사의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NASA 센터에 직접 소개합니다. 귀사가 소중하듯 귀사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훌륭한 파트너를 만난다면, 귀사는 그 파트너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비용효율성이 높은 양질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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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으로 저개발된 사업 지역(HUBZone) 

자격 요건 

•	 

•	 

•	 

•	 

•	 

•	 

•	 

•	 

•	 

•	 

•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미국 시민이 적어도 51%를 소유 및 지배하여야 한다.1 

본사2가 HUBZone에 소재해야 한다. 

적어도 본사 직원의 35%가 HUBZone에 거주해야 한다. 

1. 	 또는 Alaska Native Corporation(ANC), 인디안부족정부, 소규모농업협동조합, 또는 
지역사회개발공사가 소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가장 많은 수의 직원이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정의된 곳이어야 한다. 

인증 요건 

중소기업청이 HUBZone을 인증한다. 

조달 인센티브 

현재로서는 HUBZone 중소기업 할당과 HUBZone 가격평가우대에 관한 연방조달규정에 
근거한다. 

근거/참고문헌 

중소기업재인가법 제6편(1997)(15 U.S.C. 631) 

FAR 19.13 

조달 인센티브 

연방정부 법령에서는 원청계약 및 하청계약 총액의 3%를 목표로 정하였다. 

NASA 목표는 원청계약 및 하청계약 총액의 3%이다. 

HUBZone 중소기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sba.gov/hubzone/ 에서 얻을 수 있다. 

목적 

NASA 정책은 HUBZone 중소기업에 가능한 한 많은 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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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HUBZone 중소기업 목표 

HUBZone 중소기업에 대한 연간계약건수를 늘리고 계약달러 가격을 높인다. 

멘토-프로티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HUBZone 중소기업의 수를 

늘린다.
G

각 센터의 개별하청계약보고(ISR)를 활용해 HUBZone 중소기업 하청계약 실적을 모니터링한다. 

요약하청계약보고(SSR)을 통해 NASA 연간HUBZone 중소기업 하청계약 달러 금액을 

모니터링한다.
G

중소기업 행사 및 연계 기회 홍보 행사를 통해 HUBZone 중소기업을 홍보한다. 

OSBP 웹사이트를 활용해 HUBZone 중소기업과의 의사소통을 증대한다. 

NASA 조달 종업원을 위한 교육에 HUBZone 중소기업을 포함시킨다.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해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고 정기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NASA 센터에 HUBZone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기업 모델을 이용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도를 추적한다. 

연락처 정보 

웹사이트: http://www.osbp.nasa.gov 

전화: 202-358-2088 

이메일: smallbusiness@nasa.gov (제목 행에 “HUBZone”을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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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찾을 수 있다. 

######################################## 

여성 중소기업(WOSB) 

자격 요건 

•	 

•	 

•	 

•	 

•	 

•	 

•	 

•	 

•	 

•	 

•	 

•	 

•	 

•	 

•	 

적어도 1명의 여성이 최소한 51%를 소유해야 한다. 또는 공공기업인 경우 적어도 1명의 여성이 
최소한 51%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적어도 1명의 여성이 경영 및 일일기업운영을 통제해야 한다. 

인증 요건 

여성-소유 중소기업은 자기인증을 할 수도 있다. 

조달 인센티브 

현재 여성-소유 중소기업의 수의계약에 대한 연방조달규정의 근거는 없다. 

근거/참고문헌 

행정명령 12138(1979)는 국가여성기업정책을 마련해 여성-소유 기업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1994년 연방조달간소화법(P.L. 103-355)(1994년 10월 10일 시행)은 여성-소유 중소기업에 
대한 연간 정부차원 목표를 모든 원청계약 및 하청계약 총액의 5%로 정하였다. 

조달 인센티브 

NASA 목표는 원청계약 및 하청계약 총액의 5%이다. 

여성 중소기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osbp.nasa.gov and http://www.womenbiz.gov

여성-소유 중소기업 목표 

여성-소유 중소기업에 대한 연간계약건의 수를 늘리고 계약달러가격을 높인다. 

멘토-프로티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첨단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소유 중소기업의 수를 늘린다. 

각 센터의 개별하청계약보고를 활용해 여성-소유 중소기업 하청계약 실적을 모니터링한다. 

요약하청계약보고를 통해 기관의 연간 여성-소유 중소기업 하청계약 달러금액을 모니터링한다. 

중소기업 행사에 참여하고 다른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여성-소유 중소기업을 홍보한다. 

OSBP 웹사이트를 최대한 활용해 여성-소유 중소기업과의 의사소통을 증대한다. 

NASA 조달 직원을 위한 교육에 여성-소유 중소기업을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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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해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고 정기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NASA 센터에 여성-소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기업 모델을 이용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도를 추적한다. 

여성-소유 중소기업 연방 계약 프로그램 

중소기업청은 다음을 확대할 목적으로 WOSB 계약 프로그램을 수정해 2011년 4월 1일 

실시하였다 WOSB 및 경제적 약자 여성-소유 중소기업(EDWOSB)에 대한 연방 계약 기회
G

이 프로그램은 계약관으로 하여금 특정 NAICS 코드(서비스업의 경우 4백만 달러 이하, 제조업의 
경우 650만 달러 이하)의 WOSB 및 EDWOSB에 특정 연방 계약을 할당하게끔 한다. 

알맞은 NAICS 코드의 전체 목록과 인증 정보 등 WOSB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sba.gov/content/contracting-opportunities-women-owned-small- businesses을 

방문하십시오.
G

연락처 정보 

웹사이트: http://www.osbp.nasa.gov http://www.osbp.nasa.gov 

전화: 202-358-2088 

이메일: smallbusiness@nasa.gov (제목 행에 “WOSB”를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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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소유 중소기업(VOSB)/상이군인-소유 중소기업(SDVOSB) 

자격요건: 제대군인-소유 중소기업 

•	 

•	 

•	 

•	 

•	 

•	 

•	 

•	 

•	 

•	 

•	 

•	 

중소기업청에서 정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38 U.S.C. 101 (2)에서 정의한 적어도 1명의 제대군인이 적어도 51%를 소유해야 한다. 또는 
공공기업인 경우 적어도 1명의 제대군인이 적어도 51%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적어도 1명의 제대군인이 경영 및 일상적 기업운영을 통제해야 한다. 

인증 요건 

제대군인 자격은 FAR 52-219-1에 따라 자기 인증을 하여도 된다. 

조달 인센티브 

제대군인-소유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 프로그램은 없다. 

자격 요건: 상이군인-소유 중소기업 

중소기업청에서 정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38 U.S.C. 101 (16)에서 정의한 적어도 1명의 상이군인이 적어도 51%를 소유해야 한다. 또는 
공공기업인 경우 적어도 1명의 상이군인이 적어도 51%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적어도 1명의 상이군인 또는 상이군인이 영구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상이군인의 배우자 또는 
영구 보호자가 경영 및 일상적 기업 운영을 통제해야 한다. 

인증 요건 

상이군인 자격은 FAR 52-219-1에 따라 자기 인증을 하여도 된다. 

조달 인센티브 

할당 기회가 적용될 수 있다. 

8(a) 프로그램 자격은 SBA가 상이군인이 불리하다고 결정하였을 경우 사례별로 적용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osbp.nasa.gov,  http://www.va.gov/osdbu,  http://www. vetbiz. gov를 
방문하십시오. 

목적 

대통령 행정명령 13360의 2(a)절에 따라 NASA는 상이군인에게 가능한 한 많은 원청계약 및 
하청계약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2년 전략 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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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제대군인 목표 

제대군인-소유 중소기업에 대한 연간계약건수를 늘리고 계약달러가격을 높인다. 

멘토-프로티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제대군인-소유 중소기업의 수를 
늘린다. 

각 센터의 개별하청계약보고를 활용해 제대군인-소유 중소기업 하청계약 실적을 모니터링한다. 

요약하청계약보고를 통해 기관의 연간 제대군인-소유 중소기업 하청계약 달러금액을 

모니터링한다.
G

중소기업 행사에 참여하고 다른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제대군인-소유 중소기업을 홍보한다. 

OSBP 웹사이트를 최대한 활용해 제대군인-소유 중소기업과의 의사소통을 증대한다. 

NASA 조달 직원을 위한 교육에 제대군인-소유 중소기업을 포함시킨다.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해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고 정기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NASA 센터에 제대군인-소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기업 모델을 이용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도를 추적한다. 

연락처 정보 

웹사이트: http://www.osbp.nasa.gov 

전화: 202-358-2088 

이메일: smallbusiness@nasa.gov (제목 행에 “SDVOSB/VOSB”를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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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프로티지 프로그램 (MPP) 

목적 

NASA 멘토-프로티지 프로그램은 NASA 원청계약자가 자격 있는 프로티지를 지원하는 것을 
장려하여 프로티지가 NASA 계약 및 하청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프로티지와 
NASA 원청계약자 간 장기 사업 관계의 정립을 강화하여 NASA 계약 및 하청계약을 받는 프로티지의 
총 수를 늘리는 프로그램이다. 

계약의 유형 

신용 계약 

•	 

•	 

신용기반 멘토-프로티지 계약(MPA)에서 멘토는 자신의 하청계약 목표에 대해 1대 1로 신용을 
받아 들인다. 이 신용은 계약 승인 전에 확인된 특정 계약에 대한 개별하청계약보고서에 
보고된다. 

성공보수 시범 프로그램 계약 

성공보수 시범 프로그램에서 멘토는 자신의 프로티지에게 개발 지원을 한 멘토의 성과를 
기준으로 계약 기간 종료시 성공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 NASA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또는 
중소기업기술지원(STTR) 단계 II 프로티지만이 시범 프로그램에 멘토와 함께 참여할 자격이 
있다. 

NASA 책임 

NASA 계약관 대리인(COR)은 멘토와 계약관(CO)간 연락원 역할을 한다. CO에게 제출하기 전에 
COR이 보낸 서명된 보증서를 계약 패키지에 추가해야 한다. 

NASA 계약관은 계약 변경을 통해 승인된 멘토-프로티지 계약을 기존 계약에 추가할 책임이 있다. 
서명된 MPA 승인서는 관련 센터의 SBS에게 제출하기 전에 전체 패키지에 추가해야 한다. 

NASA 센터 중소기업 전문가는 각 센터의 MPA를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센터의 MPP 
계약시점에서 SBS는 센터에 도착한 모든 계약을 검토해 승인한 후 NASA 본사의 중소기업 프로그램 
사무국에 최종 승인 신청서를 송부할 책임이 있다. 이밖에도 SBS는 센터에서 승인한 모든 계약이 
NFS 1819.72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OSBP의 NASA 멘토-프로티지 프로그램 책임자(PM)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참가한 센터와 함께 본사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조정 및 관리한다. 

중소기업 프로그램 사무국은 NASA MPP 관리, 정책, 감독을 전반적으로 책임진다. OSBP 
는 모든 멘토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된 MPA 하에서 이룬 진척 및 성취를 중심으로 연간 
MPA 성과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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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멘토와 프로티지는 NFS 1819.72에 정의된 자격 요건(아래에 요약하였음)을 충족해야 MPP에 참여할 
수 있다. 승인된 멘토 목록은 MPP 웹사이트(http://www.osbp.nasa.gov)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멘토 

승인 받은 모든 멘토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멘토는 6년마다 신청서를 재제출해 자신의 
자격을 검증 받아야 한다. 멘토 신청서는 MPA 유무에 상관없이 연중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다. NFS 
1819.72에 따라 멘토는, 

1. 	 FAR 19.7(중소기업 하도급 프로그램)에서 요구한 연방 하청계약을 적어도 하나 승인 받은 
NASA 계약에 의거 이행하는 대규모 원청계약자이어야 한다. 

2. 	 정부 계약을 수령 주 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프로티지 

프로티지로 참가하려면 프로티지는 NFS 1819.72에 정의된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계약 기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프로티지가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자기 인증한 
경우, 중소기업 자격의 서면 자기인증서를 별도로 MPA에게 제공해야 한다. (주: 프로티지 자격이 
계약 기간 종료 전에 만료된다면, 그 계약은 여전히 전체 계약 기간 동안 승인될 수 있지만, 받은 모든 
신용은 프로티지의 재승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프로티지는 NASA MPP에 3회 이상 참여할 수 없다. 또한 프로티지는 특정 시간에 단 하나의 
NASA 멘토를 가질 수 있다. NFS 1819.72에 따라 프로티지 자격을 갖추게 되는 프로티지는 
다음 중 하나이어야 한다. 

1. 	 

	 

	 

중소 취약 기업 (SDB) 

2. 여성-소유 중소기업(WOSB) 

3. 역사적으로 저개발된 지역(HUBZone) 중소기업 

4. 	 

	 

	 

제대군인-소유 중소기업(VOSB) 

5. 상이군인-소유 중소기업(SDVOSB) 

6. 역사적 흑인 대학 (HBCU) 

7. 	 

	 

	 

소수민족 교육기관 (MI) 

8. SBIR 또는 STTR 단계 II 계약을 능동적으로 체결한 중소기업, 또는 

9. 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참여한 기업 

제안서 평가 

제안된 모든 계약은 다음 기준에 다라 평가된다: 

•	 

•	 

NASA와의 계약에서 인지된 편익 및/또는 가치 

프로티지 개발 지원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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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술이전 관련 시간의 백분율 

프로티지가 얻을 수 있는 하청계약 기회 

HBCU/MI, PTAC, SBA 기업개발센터(SBDC)의 활용 

제안된 비용 

참여의 이점 

MPP는 중소기업 또는 소수민족 교육기관을 독자적으로 변형시켜 프로그램 참여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들이 계약 및 하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MPP의 잠재적 
이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멘토의 경우: 

•	 

•	 

•	 

•	 

•	 

•	 

•	 

•	 

•	 

•	 

•	 

중소기업과 장기 사업 관계를 발전시킨다 

적합한 중소기업 하도급 기준을 개발한다 

중소기업 하도급 목표에 대한 신용을 획득한다 

프로티지의 경우: 

적절한 기술지원 및 개발지원을 받는다 

멘토로부터 수의계약을 받을 자격이 있다 

모든 참가자의 경우: 

자신의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계약 및/또는 하청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많아진다. 

MPP를 마케팅 도구로 활용한다 

네트워킹 기회가 많아진다 

연락처 정보 

웹사이트: http://www.osbp.nasa.gov 

전화: 202-358-2088 

이메일: smallbusiness@nasa.gov (제목 행에 “Mentor-Protege Program”를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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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웹사이트 
•	 

•	  

•	 

•	 

•	 

•	 

•	 

•	 

•	 

•	 

•	 

•	 

•	 

•	 

•	 

•	 

•	 

NASA 메인 웹사이트: http://www.nasa.gov 

NASA 중소기업 프로그램 사무국: http://osbp.nasa.gov 

NASA 납품업체 데이터베이스: https://vendors.nvdb.nasa.gov 

NASA 조달 웹사이트: http://www.hq.nasa.gov/office/procurement 

NASA 조달 예측: http://osbp.nasa.gov (Click on Acquisition Forecast) 

연방공급국: http://www.dlis.dla.mil/h2 

북미산업분류체계: http://www.census.gov/eos/www/naics 

계약관리체계: http://www.sam.gov 

연방사업기회: https://www.fbo.gov 

연방조달규정: http://farsite.hill.af.mil 

종합 서비스국: http://www.gsa.gov 

조달기술지원센터: http://www. dla.mil/Sm allB usiness/Pages/Procurem entTechnicalA 
ssistanceCenters. aspx 

차세대 연방조달데이터시스템: https://www.fpds.gov 

전자하청계약보고시스템: http://www.esrs.gov 

실적정보 검색시스템: http://www.ppirs.gov 

하청계약기회 (SUB-Net): http://web.sba.gov/subnet 

국방부 중소기업 프로그램 사무국: http://www.acq.osd.mil/osbp 

######################################## 

미항공우주국 (NASA) 
NASA Headquarters 

300 E Street SW 

Washington, DC 20546 

www.nas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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