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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政府調達)의 정의

-수요기관에서 필요한 물품, 서비스, 시설공사 등을 획득하는 일련의 모든 절차. 

:수요기관은 조달물자,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기관,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

체 그리고 교육기관 등을 말함.

-계약방법 :  일반경쟁, 제한경쟁,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1. 정부조달 정의 및 특징

◈ 전체공공조달에서 나라장터 비중



61. 정부조달 정의 및 특징

◈ 정부조달 세부 특징

1) 구매자와 스펙 결정

2) 지급보증(현금)

3)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

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

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

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

약을 정할 수 있다.



72. 전자입찰 정의 및 방법

입찰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 내용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전자입찰 공고문 게시, 입찰서 작성 및 계약자 선정과 계약 체결의 전체적인 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

입찰서작성(입찰,투찰)

입찰공고

입찰마감

개찰(opening of tenders , 開札)

개찰결과

적격심사적용

낙찰(successful bid , 계약자)발표

전자입찰서버

발주처에서 명령

순위발표

관련서류 제출

적격업체발표



82. 전자입찰 정의 및 방법

나라장터 홈페이지 : www.g2b.go.kr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

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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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시스템 주소

한국전력 공사 srm.kepco.net

방위사업청 www.d2b.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ebid.lh.or.kr

한국도로 공사 ebid.ex.co.kr

한국수력원자력㈜ ebiz.khnp.co.kr

한국수자원 공사 ebid.kwater.or.kr

한국철도공사 ebid.korail.com

인천국제공항 ebid.airport.or.kr

한국마사회 ebid.kra.co.kr

한국석유 공사 ebid.knoc.co.kr

2. 전자입찰 정의 및 방법 – 그 외 전자입찰 사이트



10

물품
(구매,제조)

국내에서생산또는공급되는내자물품과국외에서생산또는공급되는외자물품을말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사
(시설,건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기타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한토목·건축·산업설비·환경시설·조경·구조물·소방시설·문화재등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해체·부지조성등의사업을말한다

-일반(종합)공사 : 건축, 토목, 토건, 조경, 산업환경(건설산업기본법)

-전문공사업 : 철콘,토공,실내건축등(건설산업기본법)

-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기타공사(그밖의공사) : 태양열공사, 문화재공사, 산림산업등(각공사업법)

용역

가.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타다른법률의규정에의한감리또는설계등의기술용역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

한특별법」, 기타다른법률의규정에의한전산용역·전산장비유지용역·환경영향평가업·청사관리용역·청소용역등일

반용역

-일반용역 :청소, 관리, 경비 , 운송등

-기술용역 :엔지니어링, 설계, 감리등(건설기술관리법또는전력기술관리법에서규정한용역)

3. 전자입찰 참가자격



113. 전자입찰 참가자격

제4조①-등록의분야에따라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 용역입찰참가자격등록및외자물품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구분한다.

②등록의시기및사유에따라처음등록하는신규등록, 1년마다자신의등록내용을스스로확인ㆍ정비하는자기정

보확인등록, 등록사항의일제정비또는유효기간경과에따른갱신등록, 등록내용을변경또는추가ㆍ삭제하는변경

등록, 등록취소사유발생에따른말소등록으로구분한다.

제5조(등록의요건) ①국내소재업체로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하고자하는자는시행규칙제18조의예외규정을제

외하고다음각호의자격요건을갖춘자이어야한다.

1.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을필요로할경우에는해당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

고등이되어있거나기타필요한자격요건에적합할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따라해당사업에관한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따라고유번호증을부여받았을것

(나라장터)등록

및

등록요건

제11조- 등록자가참여할수있는입찰의범위는물품의경우에는등록증에등재된세부품명또는품명, 품류의입찰

에한하고, 공사또는용역의경우에는등재된업종의입찰에한한다. 

입찰참가의

범위

제25조의2(업종의등재) 공사또는용역의등록신청자는등록신청서에등재할업종의업종코드(4자리)를시스템에

서검색ㆍ입력하여야하며, 해당업종코드가시스템에등록되어있지않을경우에는운영자에게해당업종코드를부

여받아입력하여야한다. 

업종등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121. 전자입찰 관련 용어

제2조① 9호-운영자가업종DB분류체계에의해법령분야별로업종을분류하여부여한 4자리숫자로이루어진코드

를말하며, 업종DB분류코드 2자리숫자와업종일련번호 2자리숫자를차례로배열하여구성한다.
업종코드

물품분류번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를 말하며, "세부품명번호"는 물품의 구매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재질·형태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총 10자리 숫자를 말한다

물품목록번호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물품 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롤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4조- 전자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에따라조달청에입찰참가자격의등록을하여야한다. 다만, 입찰공고에등록기한을따로정한경우에

는공고내용에따른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참가를

위한업체등록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C%A0%84%EC%9E%90%EC%9E%85%EC%B0%B0#AJAX


133. 전자입찰 참가자격

제13조(국내소재업체의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①등록을하고자하는자는 "나라장터"의신규이용자등록에서조달업체이용자로등록후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을하

여야하며, 등록신청증빙서류는신청자가선택한조달청본청또는지방조달청으로송부하여야한다.

③등록을하고자하는자는본사의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성명(회생절차개시결정이있는업체의경우는관리인

의성명을포함하여야하며, 대표자및관리인이여러명인경우는모두를포함), 주소로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④등록을하고자하는자는입찰및계약등에관한법률적행위에대표권을행사하기위하여제2조제1항8호에따라

반드시 "대표대표자"1인을선정하여야한다. 또한, 대표자가여러명인경우에는각자대표인지공동대표인지여부를

구분하여등록하여야한다.

⑤등록을하고자하는자는시스템에해당업체에재직중인임ㆍ직원에한하여입찰대리인을등록할수있고, 입찰대

리인의자격확인을위하여재직증명서와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료를제출하거나인터넷정보망을통

한조달청승인자의관련자료열람에동의하여야한다. 법인이지사의입찰대리인을등록하고자할경우에도동일하

다. 다만, 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받고있는자는대리인으로등록할수없으며, 또한 1인이중복하여 2개

이상의회사에입찰대리인으로등록할수없다.

1. 4대보험중어느하나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이내)

2. 소속사에서받은급여와관련, 해당소속사에서발급받은소득세납부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⑥본사외에지사를등록한법인의경우에동일입찰건에대하여는본사또는지사중 1개사만입찰에참가할수있다.

⑩개인사업자는보유한복수의사업장을등록할수있다. 다만사업종류가동일한복수의업체가있는경우한곳을

지정하여등록하여야한다. 제23조에따라등재된세부품명번호또는제25조의2에따라등재된업종코드가한개이상

중복되는경우사업종류가동일한것으로본다.

등록신청



143. 전자입찰 참가자격

제2조-수요기관등또는조달업체가전자조달업무, 기타의목적으로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발급받은인증

서(서명자의실지명의를확인할수있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를말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사업자인증서

제2조-가. 조달청 "나라장터생체인식보안기기제품지정및관리규정"에따라생체인식보안기기로지정된제품으로

서전자서명생성키, 지문등비밀정보를안전하게저장·보관하기위하여키생성·전자서명생성등이기기내부에서처

리되도록구현된하드웨어기기

나. 스마트폰등모바일기기에지문인식기능을내장하여지문인식신원확인에활용할수있고조달청이제공하는보

안기능을설치가능한기기

제7조 2-2 - 전자입찰자는입찰서를작성하여전송할때제5호에따라지문보안기기에저장된지문정보를이용하여

신원을확인받아야한다. 다만, 제1호에따라시스템에접속하거나, 지문인증후에는일정시간동안에는신원확인절차

를생략하고입찰서를제출할수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문보안기기

입찰서, 견적서

(투찰)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국제입찰대상이아닌계약에대하여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하여

입찰서를제출하는방식에의하여입찰할수있다. 



154. 실적인정

-용역,물품 업종

1)

2)

3)



164. 실적인정

-건설업종

▶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

▶ 5년간 공사 실적 :

▶ 3년간 공사 실적 :

5년간(3년간)

공사 실적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부처에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

여 공시한 금액을 말한다.(시공능력 공시액, 도급한도액)

▶

시공능력

평가액

▶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으로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 (발

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

▶ 실적인정 기준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

공고일까지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 “4년 이상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1월 1일~협회발표일) , “4년 미만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협회발표일

~12월 31일):

4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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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

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다. 

5.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제 7조(평가방법)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

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

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

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

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실적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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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

품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실적인정

›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최근 3년 내 용역이행실적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5. 입찰서 제출



205. 입찰서 제출



215. 입찰서 제출

• 입찰금액에 숫자로 금액을 입력하면 우측에 한글로 자동변경

• 첨부문서 - 내역입찰의 경우 문서명 ,내역서를 첨부하고 반드시 추가 클릭



225. 입찰서 제출

• 예가번호 추첨

• 2개의 칸을 선택하고 추첨번호 전송 클릭

- 입찰참가자들이 선택한 번호 중 최다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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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기본 공식

1)입찰금액 = 기초금액 × 예상사정율 × 낙찰하한율

(사정율)

2)입찰가격 산식(=적격심사)

예시) 평점(점)= 60-2×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5. 입찰서 제출

예시) 평점(점)= 60-2× (
88 입찰가격-A

) ×100
100 예정가격-A



245. 입찰서 제출

1

2

32



255. 입찰서 제출

-상호시장진출(주,허용업종)

-A값과 순공사원가 보정

-상호시장진출(실적계산)



265. 입찰서 제출

ㅊ

▶공고문 검색 방법- 1. 맞춤설정 2. (최근 2년) 전체검색(결과내 검색)  3.조건검색

1 3

2



275. 입찰서 제출

▶개인서류함

1

2



285. 입찰서 제출
▶개인서류함 – 1. 타임 테이블 2. 메모기능 3. 미투찰 4.라벨

1

2

3

4

4



295. 입찰서 제출

1

2

3 부가서비스

1. SMS 알리미 및

모바일 어플

2. 신용평가등급서 및

공인인증서 할인

3. 전자입찰 실무교육

4.대표번호: 1544-2785

교육팀 육 태 균 팀장

Mobile. 010-2911-2785

교육팀 박 해 성 과장

Mobile. 010-4043-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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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www.info21c.net) 사용시 장점

1)편리한 검색 및 설정 – 우리나라 정부기관 및 국가기관의 공고 및 개찰 결과를

확인 및 검색 기능

2)공고문을 쉽게 파악- 검색된 공고문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편리하게 파악 가능

3)개찰결과확인 – 간단한 설정으로 각 발주처 혹은 수요기관별로 개찰결과를 확인

4)분석툴 제공- 각 발주처 별로 10년간의 분석데이터와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분석툴 제공

5)공고문 해석,적격심사, 분석방법에 대한 무료상담

5. 입찰서 제출



315. 입찰서 제출

나라장터

전자입찰

전문회사

범용인증

회사
신용평가

회사



☺ 연습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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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제에 O, X를 기입하세요.

1. 경쟁입찰 공고문에서 입찰금액은 여러 번 수정이 가능하다.--------------------------------------------------------------- (        )

2. 나라장터에서는 우리나라 국가기관,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등의 모든 공고문을 확인 가능하다.----------- (       )

3.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시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된 업종만 등록이 가능하다.--------------------------------------------(       )

4.적격심사를 적용하는 공고문에서 개찰결과 1순위가 되었다면 무조건 낙찰(계약자)을 받을 수 있다. ---------------------(       )

5.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는 시설,용역,물품업종으로만 구성된다.-----------------------------------------------(       )

6.전자입찰에서 투찰업체가 적격심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발행된 세금계산서 ② 공고문에 명시된 업종관련 ③ 국가기관, 정부기관의 실적만 인정 ④ 실적인정 기간은 적격심사기준마다 다르다.

7.적격심사 대상자가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등과 같이 제출하는 증빙서류가 아닌것은? 

① 계약서 ② 준공서류 ③ 실적증명서 ④ 참가등록증

8.정부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수요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② 중소기업 ③ 국가기관 ④ 정부기관

9.대한민국 전자입찰의 가장 큰 특징 2가지를 서술하세요.

1순위를 입찰자가 선택하여 공정성이 확보되고, 1순위부터 적격심사를 적용한다. 

10. 전자입찰에서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내용을 설명하세요.

입찰 공고일로 부터 3년(또는 5년)간 발행된 공고문 업종 세금계산서 합계가 정부조달 실적에 해당한다.  단, 건설업종은 협회에서 발행하는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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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의 의무

▶ 입찰참가자는 내역서,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의무규정

유지의 의무
▶ 나라장터 등록사항(대표자, 상호,사업장 주소, 등록된 직원 등)이 변경되면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변경신고를 한

후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확인절차를 받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 4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

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

다.



352. 공고문 관련 규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

외한다)

4.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만,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6.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의 입찰

7.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8.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

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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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ㆍ일시ㆍ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

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8.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2. 공고문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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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

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

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2. 공고문 관련 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382. 공고문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한의종류
계약

목적물
제한요건 비고

1.해당계약목적물과동일한

종류의실적으로제한

공사

◦추정가격30억원이상종합공사

◦추정가격3억원이상전문․그밖의공사
◦해당계약목적물의규모또는양의1/3이내단,계약목적

물의특성,안전성,난이도등고려규모또는양의1/3

이상1배범위에서최소실적기준정할수있음

◦해당계약목적물의금액의1배이내

◦<별표1>특수한기술․공법이요구되는공사

물품

용역

◦<별표1>추정가격2.1억원이상특수한설비․기술이요구되는물품제조

◦추정가격2.1억원이상특수한기술이요구되는용역

2.기술보유상황으로제한

공사 ◦<별표1>특수한기술․공법이요구되는공사

물품

용역
◦<별표1>특수한기술이요구되는물품제조․용역

3.시공능력평가액으로제한 공사
◦추정가격30억원이상종합공사

◦추정가격3억원이상전문․그밖의공사

4.지역제한

공사

◦추정가격100억원미만종합공사

◦추정가격10억원미만전문공사

◦추정가격5억원미만전기·그밖의공사

물품

용역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미만시·도(세종시제외)

일반용역․물품

◦추정가격5.0억원미만세종시,시·군·구일반용역․물품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미만 건설기술용역

◦추정가격 1.5억원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392. 공고문 관련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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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

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8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또는 용

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

의 재무상태

1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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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참가방법

▶ 전자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7조의 방법으로 참가가능하며, 입찰서의 제출은

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안전입찰
▶보안이 취약한 나라장터 이용자 PC의 해킹을 방지하고,입찰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안전입찰 서비스 운영

▶2017년 7월 4일 안전입찰 2.0 전면전환: 전환 이후에는 2.0 서비스를 이용 입찰서를 제출.

입찰의 취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 13조 1항에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 13조 3항 전자입찰자는 해당입찰 취소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연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17조 1항에 연기공고는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하며, 연기된

전자입찰에 이미 제출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2. 공고문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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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제50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2. 공고문 관련 규정

하자보수
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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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①법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

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를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

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공고문 관련 규정



432. 공고문 관련 규정

계약금액 조정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

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

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공사ㆍ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

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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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제74조(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

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

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2. 공고문 관련 규정

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

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징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의2(과징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

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

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53. 부정당 업체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

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

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

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

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

대한 위해를 가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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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

1.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례가 아닌 것은?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③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④ 무효의 입찰을 한 자

2.다음 중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③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한 입찰 ④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지 못한 업체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일반경쟁 입찰의 보증금 관련 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에 100분의 5 이상을 현금이나 보증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신하는 경우 보증증권으로 대체해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도 납부한다.

④하자보수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납부해야 한다.

4.숙지의 의무와 유지의 의무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숙지의 의무＇는 입찰 참여한 공고문에 관련된 모든 규정과 법에 대하여 입찰자가 숙지한 뒤에 입찰에 참여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이고, ‘유지의

의무＇는 입찰 참가자격 사항에 대하여 입찰공고일로 부터 계약일까지 유지하여 입찰자변경을막는의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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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추정금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1.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

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

한 금액

-

추정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 발주처에서 조사한 당해공사의 공사금액으로 관급자재비용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합산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위한 15개 복수예비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

-

-

기초금액

1. 공고문 관련용어



491. 공고문 관련용어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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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비가격

▶ G2B 시스템에서 발주처 재무관이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최다 선

택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또는 계약자 결정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

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

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

▶ 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처 제무관이 작성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사정률 범위에서 구간별로 나뉘고 그 구간에서는 랜덤으로 15개를 산출

1. 공고문 관련용어

①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③

사정률



512. 예정가격

개찰전 (입찰자) 개찰후 (발주처)

기초금액(공고문)

낙찰하한율(공고문)

(예상)사정율(예정가격 예측)

예정가격 발표

낙찰하한율(공고문)

입찰금액 산출 낙찰하한가 발표

100,000,000원(기초금액)

87.745%(낙찰하한율)

(예상)사정율 -0.2468%(99,753,200원 예정가격예측)

100,275,311원(예정가격 발표)

87.745%(낙찰하한율)

87,528,400원(입찰금액) 87,986,572원(낙찰하한가)



522. 예정가격

입찰 금액 = 기초금액 ⅹ ⅹ 낙찰하한율
예정가격

기초금액

입찰자 발주처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예정가격 ⅹ 낙찰하한율 =

예측

발표



533. 비율(위치)

▶ 낙찰하한율(만점투찰율) : 개찰전 수행(이행)능력 평가 점수를 만점으로 가정하고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위치를 표시한 비율 (예 87.745%, 80.495% 등)

투찰률

기초대비

사정율

▶ 개찰후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의 위치를 표시한 비율: 발주처 사정율 (예정가격 사정율)

▶(예정가격 ÷ 기초금액 ) × 100

▶개찰전 입찰자가 예측한 예정가격의 위치를 표시한 비율: 예상 사정율(업체 사정율)

▶ 산출공식 :  (입찰금액 ÷기초금액÷낙찰하한율), 상대 업체 사정율은 업체 분석에 사용

▶개찰후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위치를 표시한 비율

▶ (입찰금액 ÷ 예정가격) × 100

▶ 기초금액 대비 입찰금액의 위치를 표시한 비율

▶ (입찰금액 ÷ 기초금액) × 100



54❖ 예시문제

기초금액 563,128,000원, 추정가격 506,815,200원, 낙찰하한율 86.745% 공고문에 3업체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개찰결과 예정가격이 564,190,950원으로 산출되었을때 낙찰하한가와 순위를 정하세요.

낙찰하한가 = 564,190,950 원 × 0.86745 = 489,407,440원

발주처 사정률 = 564,190,950원 ÷ 563,128,000 원 = 1.0018875815(100.1887%= 0.1887%)

개찰전 개찰후

입찰금액 예상 사정율 투찰율 순위

A업체 489,515,907원 0.2109% 86.76% 1순위

B업체 492,503,175원 0.8225% 87.29% 2순위

C업체 487,046,794원 -0.2945% 86.33% 하한탈락

-예상 사정율은 개찰전에 업체가 예상한 예정가격의 위치이고 투찰율은 개찰한 뒤 발주처에서 발표하는 예정가격의 위치

-상대업체 예상 사정율을 구할땐 업체 사정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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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

❖ 다음 항목에서 알맞은 용어를 대입하시오.

보기 :기초금액, 추정가격, 3년 실적, 5년 실적, 예정가격, 예정금액, 복수예비가격, 추정금액

1. 계약자 결정기준 금액------------------------------------------------------------(                     )

2.모든 발주처 입찰금액 산출 기준 금액 ( 기초금액 )

3.공고문에서 적격심사 적용 기준이 되는 금액 ( 추정가격 )

4. 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발주처 재무관이 만드는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 복수예비가격 )

5. 올바른 공식을 2개 선택하세요.

①.투찰율 공식은 입찰금액÷예정가격 이다.      ② 투찰율 공식은 입찰금액÷기초금액

③발주처 사정율 공식은 입찰금액÷예정가격 ④ 발주처 사정율 공식은 예정가격÷기초금액

6.전자입찰에서 복수예비가격과 예정가격의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발주처 재무관이 한다. ② 예정가격은 발주처 재무관이 작성한다.

③ 입찰자가 복수예비가격을 직접 작성한다. ④ 입찰자는 개찰 전에 예정가격을 알 수 있다.

7. 전자입찰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예측된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하면 입찰금액이 된다.        ② 발주처에서 발표된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하면 낙찰하한가가 된다.  

③ 예정가격이 계약자 결정기준이다.                                                 ④ 발주처 재무관은 개찰전에 낙찰하한가를 미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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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서정한기업을말한다.여성기업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구촉법」"이라한다)제6조에따라중소기업청장이지정한

제품을말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 전자입찰 관련 용어

당해계약목적물전체에대하여총액으로계약체결총액입찰

입찰시발주기관이미리공종별목적물물량을표시하여배부한내역서에입찰자가단가와금액을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입찰서와함께제출하는입찰방법
내역입찰

입찰참가자격을정할때해당업종만갖추고있으면누구나경쟁입찰에참여할수있는입찰일반경쟁

경쟁입찰시입찰참가자격에제한을두는것(예 : 지역제한, 실적제한등)제한경쟁

일반용역중청소, 검침,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등원가계산서상보통인부노임단가가

적용되는용역

단순노무에의한
의한용역

단순노무
이외의용역

위의단순노무에의한용역이외의용역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5&query=%EC%A1%B0%EB%8B%AC%EC%B2%AD %EB%82%B4%EC%9E%90%EA%B5%AC%EB%A7%A4%EC%97%85%EB%AC%B4%EC%B2%98%EB%A6%AC%EA%B7%9C%EC%A0%95#AJAX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5&query=%EC%A1%B0%EB%8B%AC%EC%B2%AD %EB%82%B4%EC%9E%90%EA%B5%AC%EB%A7%A4%EC%97%85%EB%AC%B4%EC%B2%98%EB%A6%AC%EA%B7%9C%EC%A0%95#AJAX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5&query=%EC%A1%B0%EB%8B%AC%EC%B2%AD %EB%82%B4%EC%9E%90%EA%B5%AC%EB%A7%A4%EC%97%85%EB%AC%B4%EC%B2%98%EB%A6%AC%EA%B7%9C%EC%A0%95#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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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최저가낙찰 : 예정가격이하최저가로입찰한자(순수최저가)

②희망수량경쟁입찰 : 1인의계약자가단독으로수행하기어려운다량물품을예정가격이하의최저가격(단가)으로

입찰한자순으로수요물량에도달할때까지의입찰자를낙찰자로선정

③ 2단계경쟁입찰 : 규격(기술)입찰을먼저실시, 적격자선정하고적격자를대상으로가격입찰

④규격가격동시입찰 :규격(기술)입찰과가격입찰을동시실시적격자를대상으로가격개찰

최저가낙찰제

계약이행능력을심사하여일정수준이상의평점을받은업체와계약을체결하는방식적격심사제

기술력이필요한용역업종에서제안서와가격입찰서를받아평가하고협상을통해낙찰자를결정

- 기술점수(80%) + 가격점수(20%)를합산하여최고득점자를우선협상대상자로결정

협상에의한

계약

1. 전자입찰 관련 용어

종합평가를거쳐점수가최고인자를낙찰자로결정하는제도(추정가격 300억이상)종합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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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의특례로서각수요기관에서공통적으로사용하는물자로수요기관에서직접계약자에게

납품요구(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

▶행정사무자동화기기, 우수제품등계약자규격물품으로제조·공급되는물품(전자복사기, fax 등)

제3자

단가계약

▶수요빈도가많고, 정형화된규격에의하여제조·공급되는물품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등계약물량을 조정·

통제할필요가있는물품)

▶여러기관이사용하고수요빈도가높은물품을미리단가를정하여 조달청에서계약자에게납품요구

단가계약

1. 전자입찰 관련 용어

발주처에서제시하는입찰장소에서입찰가격을투찰직찰

해당입찰건에특수한조건이있을경우입찰참여자에게입찰참여마감일이전에현장설명회를반드시참석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주어지도록하는것
현설필

▶ 2인이상의사업자가공동으로어떤일을도급받아공동계산하에계약을이행하는특수한도급형태

▶공동도급의유형에는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혼합방식이있다.
공동도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5499&re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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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경쟁입찰은계약의성질또는목적에비추어특수한설비/기술/자재/물품이나실적이있는자가아니면

계약목적을달성하기곤란한경우등에대하여발주기관이자력, 신용등이적당하다고인정하는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지명하여그지명된경쟁참가자에게입찰서를제출할수있는자격을부여하여참가하도록하고

그중에서가장유리한조건을제시한자를선정하는방법

지명경쟁

경쟁입찰에부치지않고특정의상대를선정하여그자와계약을체결하는것으로, 특수목적을위하여예외적으로

인정하는경우

수의시담
(전자시담)

1. 전자입찰 관련 용어

예정가격을결정하지않고발주처담당자와계약자의합의나기타다른방법으로낙찰자를결정하는방식
비예가

(비예정가격)

심사대상자가제출한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근로조건이행계획의적정성평가기준에따라평가
외주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평가

예정가격을입찰자가아닌발주처담당자가결정하는방식으로입찰자들의담합등으로예정가격을초과한

금액으로계약자를선발하는것을방지하는계약방식
단일예가



611. 전자입찰 관련 용어

공사에소요되는각종물품을이르며, 관급자재(발주기관에서조달)자재와사급(계약을진행하는업체)자재로구분자재

관급자재는도급자(계약진행업체에서설치)관급과관급자(발주처에서설치)자재로분류. 도급자관급은자재

구매와공사발주가분리되고, 관급자관급은구매와공사발주가동시에발생.
관급자재

①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나라장터에입찰참가자격등록을마감하는기준일

②협정마감일-공동도급협정을마감하는일자

③전자입찰접수개시일시- 입찰서작성,입찰금액을제시를개시하는일자

④전자입찰접수마감일시- 입찰서작성,입찰금액을제시를종료하는일자

마감일



62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제3자단가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이나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2)

다수공급자
계약(MAS)



63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청주요업무

1. 구매계획수립및구매공고발주

2. 등록물품과등록회사의검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업체등록주요업무

1. 적격성평가 : 회사평가

2. 협상품목등록 : 등록물품평가

3. 가격자료제출 : 등록물품금액책정

수요기관주요업무

1. 필요물품즉각구매

2. 다양한물품의검색으로

선택의다변화

검증물품등록 납품금액 대납

물품홍보

물품구매요청

검증물품공급

다수물품선택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특징

1. 수요기관

-공급자중심의단일업체조달방법에서수요자중심의다수업체조달방식

-조달물자의다양화로수요기관선택권강화

2. 업체

- 先진입後경쟁

-진입후다양한경쟁요소로정부조달시장의경쟁체제구축(예 : 할인행사, 다량납품, 2단계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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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

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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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인

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5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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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조(정의)

13.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14. “추천기관”이란 제9호에 따른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후보를 추천하는 기관으로서 벤처․창업기업 또는 신성장산업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조달청, 광역자치단체,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23. “등록단가”란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을 생산·공급하는 기업(이하 “벤처창업혁신조달기업”이라 한다.)이 제22조에 따라 제시한

벤처나라 등록 상품의 거래 희망 가격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5조(지정대상)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의 지정은 제2조 제2호 에서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물품 및 서비스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6조(지정제외 대상)

5. 해당 업체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이하 “우수조달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 또는 해당 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에 속하는 상품인 경우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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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7.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에 해당하는 상품인 경우

제7조(추천)

⑦ 추천기관의 장이 제5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 또는 성능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에는「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인증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품질평가 면제)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7조의3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기술․품질 평가를 면제하고 심사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EPC)을 받은 제품

8. 기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기술․품질 평가를 거쳐 기술․품질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은 인증 제품 또는 추천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제품 등으로서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품질 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제15조(지정기간) ①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7조(적용기술 유지의무) 벤처창업혁신조달기업은 적용기술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

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폐, 제도의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벤처창업혁신조달기업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등록 상품 유지의무) 벤처창업혁신조달기업은 지정된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에 대해 제30조 에서 제31조에 따라 이용정지 되거

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외에는 이용기관이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도록 상품 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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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

❖ 아래 문제에 O ,X로 표시하세요.

1. 대표자가 여성이면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

2.고시금액은 매년 변동하지 않는다.--------------------------------------------------------------------------------(            액 )

3.공동도급은 하나의 공고문에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 입찰형태이다. ---------------------------------------(추정가격 )

4. 단일예가 방식에도 낙찰하한가가 존재한다.---------------------------------------------------------------------- ( 복수예비가격 )

5. 수의시담과 수의계약은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자를 선발한다. ----------------------------------------------------(    ① )                           

6. 제3자 단가계약건은 입찰자가 납품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7. 지명경쟁, 수의시담 및 전자시담 공고문의 특징으로 맞는것은?

① 발주기관이 특정다수의 참가자를 지명하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 

②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업체도 입찰에 참여 가능하다. 

③ 입찰금액은 정정이 불가하다.

④ 신규업체의 경우만 참가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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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서버)

•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발주처)

예) 기초금액 1,000원일 때 980원(-2%)~1,020원(+2%), 970원(97%)~1,030원(103%)

•발주처재무관

• 971원, 977원, 981원, 982원, 985원

• 991원, 993원, 997원, 1,002원, 1,006원

• 1,011원, 1,014원, 1,019원, 1,025원, 1,029원

• 입찰자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2개 선택

• 입찰 마감(개찰 직후)

•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최다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 산출

예) 981원, 997원, 1,014원, 1,025원이 최다 선택된 4개일 경우

▶ 예정가격은 1,004원 산출

1.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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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복수예비가격 작성 범위 (기초금액 기준)

조달청 (98%)-2% ~ 2%(102%)

지방자치단체 (97%)-3% ~ 3%(103%)

한국전력공사 (98%)-2% ~ 2%(102%)

한국토지주택공사(LH) (98%)-2% ~ 2%(102%)

한국도로공사 (97%)-3% ~ 3%(103%)

1.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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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적격심사 적용 시 복수예비가격 구간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적용 시 복수예비가격 구간

구간 범위 구간 범위

1 102.000 ~ 101.735% 9 99.866 ~ 99.600%

2 101.734 ~ 101.469% 10 99.599 ~ 99.333%

3 101.468 ~ 101.202% 11 99.332 ~ 99.066%

4 101.201 ~ 100.935% 12 99.065 ~ 98.799%

5 100.934 ~ 100.668% 13 98.798 ~ 98.532%

6 100.667 ~ 100.401% 14 98.531 ~ 98.266%

7 100.400 ~ 100.134% 15 98.265 ~ 98.000%

8 100.133 ~  99.867% 기초금액 100.000%

구간 범위 구간 범위

1 97.00000000~97.37500000% 9 100.00000001~100.42857142%

2 97.37500001~97.75000001% 10 100.42857143~100.85714285%

3 97.75000002~98.12500002% 11 100.85714286~101.28571428%

4 98.12500003~98.50000003% 12 101.28571429~101.71428571%

5 98.50000004~98.87500004% 13 101.71428572~102.14285714%

6 98.87500005~99.25000005% 14 102.14285715~102.57142857%

7 99.25000006~99.62500006% 15 102.57142858~103.00000000%

8 99.62500007~100.00000000% 기초금액 100.000%

1.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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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예가 랜덤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예비가격을 저장하면 집행관은 예가번호와 예비가격의 순서를
개찰 중 예비가격 복호화 단계까지 알 수 없다.

<재무관의 복수예가 작성 화면 예시>

1.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특징



742. 예정가격 특징 및 적용

• ‘예가번호 추첨’ 화면에 15개가 표시되며, 나라장터에서는 투찰자가 2개를 임의적으로 선택한 후 ‘추첨번호 전송’을 클릭한다. 

• 예가번호 추첨 시 산출된 복수예비가격은 시스템적으로 랜덤으로 돌아가며 또한 본인이 선택한 번호를 알 수 없다.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753. 사정율

기초금액 : 792,000,000원, 추정가격 : 720,00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공고건에 ‘갑’ 업체가 693,004,297원으로

투찰하고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이 791,163,682원으로 산출되었을 때 낙찰하한가와 발주처 사정률을 구하세요.

(1) 낙찰하한가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 791,163,682원 × 0.87745 = 694,206,573원

(2) 예정가격 사정률(발주처 사정률)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791,163,682 원 ÷ 792,000,000 원 = 0.998944   99.8944%              -0.1056%

(3) 업체별 사정율(‘갑’ 업체 예상 사정율)

: 입찰금액 ÷ 기초금액 ÷ 낙찰하한율 = 0.997214   99.7214%              -0.2786%

×100 -100

×100 -100



763. 사정율

104 %

103 %

102 %

101 %

100 %

99 %

98 %

97 %

96 %

+4.0 %

+3.0 %

+2.0 %

+1.0 %

0    

-1.0 %

-2.0 %

-3.0 %

-4.0 %

101.5045% = +1.5045%

99.9742% = -0.0258%

101.1357% =                  

99.8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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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금액 = 기초금액 × (예상)사정률 × 낙찰하한율

▶ 낙찰하한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에

통과할 수 있는 낙찰하한율 87.745%(0.87745)로 계산

▶ 사정률 -0.7123% : 100%-0.7123%  99.2877%  0.992877

0.7123% : 100%+0.7123 %  100.7123%  1.007123

<입찰가격산정>

- 287,100,000 × 0.992877 × 0.87745 = 250,121,499원(원단위 미만 절상)

- 287,100,000 × 1.007123 × 0.87745 = 253,710,292원(원단위 미만 절상)

발주처 : 지방자치단체, 기초금액 : 287,100,000원, 추정가격 : 261,000,000원, 업종 : 전문, 낙찰하한율 : 87.745% 

공고문에 입찰 참여업체가 예상 사정률 -0.7123%일 경우 입찰금액을 산출하세요.

4. 입찰금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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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금액 = 기초금액 × 예상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예상 사정율)

2) 업체 사정율(예상 사정율) = 입찰금액 ÷ 기초금액 ÷ 낙찰하한율

3) 발주처 사정율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사정율)

4)낙찰하한가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5)투찰율 = 입찰금액 ÷ 예정가격

4. 입찰금액 산출-필수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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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166,728,720원 , 추정가격 151,571,564원, 낙찰하한율 84.245% 공고문에서

1)A업체가 140,830,598원으로 투찰했을떄 업체 사정율을 구하세요.

2)B업체는 예상 예정가격 -0.1275%로 입찰금액을 산출하세요.

3)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이 166,104,523원으로 산출될 때 발주처 사정율과 낙찰하한가를 구하세요

4) A업체와 B업체의 투찰율을 구하세요.

풀이>

1)A업체 입찰금액 : =140,430,598원 ÷ 166,728,720원 ÷ 0.84245 = 0.99978699.9786%-0.0213%

2)B업체 입찰금액 :사정율 변환( -0.1275% 99.8725% 0.998725)

166,728,720원 × 0.998725 × 0.84245 = 140,281,523원

3)발주처 사정율 : 166,104,523원 ÷ 166,728,720원 = 0.99625699.6256%-0.3743%

낙찰하한가 : 166,104,523원 × 0.84245= 139,934,756원

4) A업체 투찰율 : 140,430,598원 ÷ 166,104,523원= 0.84543484.543%

B업체 투찰율 : 140,281,523원 ÷ 166,104,523원= 0.8445384.45%



80☺ 연습문제 ☺

1.표기법에 맞춰 변환하세요

‘0’ 기준 100% 기준 소수점 기준

1.0572% 10101.0572% 1.0105722

0.5519% 100.5519% 1.005519

-1.2011% 98.7989% 0.987989

-4.0138% 95.9862% 0.959862

-0.8122% 99.1878% 0.991878

-1.0745-

1.0745% %
98.9255% 0.989255

0.6329% 100.6329% 1.006329

-0.2269% 99.7731% 0.997731

2.3201% 102.3201% 1.023201

예시) 

♦ 1.0572% +100=101.0572% (100%기준)

101.0572% ÷ 100=1.010572(소수점

기준)

♦ 0.989255 × 100= 98.9255% (100%기준)

98.9255% -100= -1.0745% (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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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금액을 산출하세요(2번 ~4번)

2. 기초금액 354,538,000원, 추정가격 322,307,273원 , 낙찰 하한율이 86.745% 공고문에 사정율 -0.9241% 로 예상될 경우

3.기초금액 1,189,384,584 원, 추정가격 1,081,258,713 원, 낙찰 하한율이 80.495% 공고문에 사정율 1.1184%로 예상될 경우

4.기초금액 240,913,000원, 추정가격 219,011,818원 , 낙찰 하한율 87.745% 공고문에 사정율을 -0.7893%로 예상될 경우

❖ 발주처 사정율과 낙찰하한가를 산출하세요. (발주처 사정율은 ‘0’을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

5. 기초금액 280,000,000원, 추정가격 254,545,455원, 낙찰하한율 86.745%공고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280,781,200원으로 산출되었을 경우

- 발주처 사정율 : 

- 낙찰하한가 : 

6. 기초금액 107,351,000원, 추정가격 97,591,818원, 낙찰하한율 84.245% 공고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106,504,850원으로 산출되었을 경우

- 발주처 사정율 : 

- 낙찰하한가 : 

7. 기초금액 1,482,068,000 원, 추정가격 1,347,334,546 원,낙찰하한율 86.745%공고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1,478,911,250 원으로 산출되었을 경우

- 발주처 사정율 : 

- 낙찰하한가 : 

☺ 연습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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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표기법에 맞춰 변환하세요

‘0’ 기준 100% 기준 소수점 기준

0.9872%

-0.3392%

-1.1911%

-4.2478%

-0.3216%

0.976903

1.005521

0.984217

1.025271



83☺ 연습문제 ☺

9.기초금액 240,913,000원, 추정가격 219,011,818원 , 낙찰 하한율 87.745%인 공고문에

예상예정가격 사정율을 -0.7893%로 예측했을때 입찰금액을 산출하세요

10. 기초금액 97,759,953 원, 추정가격 88,872,684 원, 낙찰 하한율 90%인 공고문에 예상예정가격 사정율을

1.1267%로 예측했을때 입찰금액을 산출하세요

11. 기초금액 280,000,000원, 추정가격 254,545,455원, 공고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이 280,781,200원으로 산출되었을

경우 예정가격 사정률을 구하세요. (‘0’을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

12. 기초금액 107,351,000원, 추정가격 97,591,818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106,504,850원으로 산출되었을

경우 예정가격 사정률을 구하세요. (‘0’을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



84☺ 연습문제 ☺

■예시된 공고문에서 예정가격 사정율, 업체별 사정율, 낙찰하한가를 구하세요.

13.기초금액 66,290,021원, 추정가격 60,263,655원, 낙찰하한율 87.745% 공고문에 A업체(58,620,000원)과
B업체 (예상사정율 –0.7241%)으로 입찰 참여하고, 개찰결과 예정가격 65,555,015 원으로 발표
⓵예정가격 사정율 :

⓶낙찰하한가 :

⓷A업체 사정율 :

⓸B업체 입찰금액 :

14.기초금액 41,093,800 원, 추정가격 37,358,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공고문에 C업체(39,000,000원)과 D업
체(예상 사정율 0.0028%)으로 입찰 참여하고, 개찰결과 예정가격 40,747,186 원으로 발표

⓵예정가격 사정율 :

⓶낙찰하한가 : 

⓷C업체 사정율 : 

⓸D업체 입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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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정가격
+0.1887%

+3%

-3%

3) 낙찰하한가
489,407,439원

1) 기초금액 0%

예가초과

낙찰하한율
86.745%

하한탈락

유효범위

발주처
사정률
범위

1. 1순위 이해

기초금액 563,128,000원, 추정가격 506,815,200원, 낙찰하한율 86.745% 공고문 개찰결과 예정가격이 564,190,950원으로

산출되었을때 낙찰하한가와 발주처 사정율을 구하세요.

낙찰하한가 = 564,190,950 원 × 0.86745 = 489,407,439원

발주처 사정률 = 564,190,950원 ÷ 563,128,000 원 = 1.0018875815(100.1887%= 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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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 1순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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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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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1. 1순위 이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892. 개찰결과

최다 선택 복수예비가격의 합계 :  158,831,400(6번)+156,968,600(8번)+153,382,100(10번)+152,628,300(7번)= 621,810,400원

산술평균 : 621,810,400원 ÷ 4 = 155,452,600원

낙찰하한가 :  155,452,600원 × 0.87745=  136,401,884원



902. 개찰결과



912. 개찰결과



922. 개찰결과



932. 개찰결과

2. 

1. 

3. 

4.  

입찰습관 4 가지



94❖ 예시문제

기초금액 563,128,000원, 추정가격 506,815,200원, 낙찰하한율 86.745% 공고문에 3업체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개찰결과

예정가격이 564,190,950원으로 산출되었을때 낙찰하한가와 순위를 정하세요.

낙찰하한가 = 564,190,950 원 × 0.86745 = 489,407,440원

발주처 사정률 = 564,190,950원 ÷ 563,128,000 원 = 1.0018875815(100.1887%= 0.1887%)

개찰전 개찰후

입찰금액 예상 사정율 투찰율 순위

A업체 489,515,907원 0.2109% 86.76% 1순위

B업체 492,503,175원 0.8225% 87.29% 2순위

C업체 487,046,794원 -0.2945% 86.33% 하한탈락

-낙찰하한율(만점투찰율)보다 아래의 투찰율을 보인 업체는 하한탈락

-발주처 사정율에 위로 가장 가가운 예상 사정율을 사용한 업체가 1순위를 달성한다.  



95❖ 예시문제

-입찰금액

∙A업체 0.2109%100.2109%1.002109 : 563,128,000원 × 1.002109 × 0.86745= 

489,515,907원

∙ B업체 0.8225%100.8225%1.008225 : 563,128,000원 × 1.008225 × 0.86745= 

492,503,175원

∙ C업체 -0.2945% 99.7055%%0.997055 : 563,128,000원 × 0.997055 × 0.86745= 

487,046,794원

-투찰율

∙A업체 : 489,515,907원 ÷ 564,190,950원= 0.8676486.76%

∙ B업체 : 492,503,175원 ÷ 564,190,950원= 0.8729387.29%

∙ C업체 : 487,046,794원 ÷ 564,190,950원=0.863265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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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이 발표된 개찰건을 보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1. 예정가격으로 산출되는 추첨가격 번호와 예정가격을 산출하세요. 

: 355,315,500 + 360,348,000+ 362,108,800+ 361,314,500= 1,439,086,800 ÷ 4= 359,771,700원 15번,9번,2번,7번

2. 낙찰하한율이 87.745%일 때 낙찰하한가를 산출하세요.

:359,771,700원× 0.87745=315,681,679원

구분 금액 추첨횟수 구분 금액 추첨횟수

추첨가격1 357,924,500 17 추첨가격2 362,108,800 30

추첨가격3 359,067,500 15 추첨가격4 356,854,900 23

추첨가격5 358,905,900 14 추첨가격6 363,124,600 22

추첨가격7 361,314,500 30 추첨가격8 362,291,400 24

추첨가격9 360,348,000 35 추첨가격10 360,059,300 27

추첨가격11 357,842,200 24 추첨가격12 363,497,100 25

추첨가격13 355,694,000 22 추첨가격14 356,784,600 30

추첨가격15 355,315,500 36

☺ 연습문제 ☺



97

❖ 기초금액 465,938,000원, 추정가격 423,580,000원, 추정금액 470,00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공고문에 A, B, C 업체가 투찰하고

예정가격 466,928,000원으로 발표되었을 때 아래 문제를 풀이하세요. (단, 사정률은 0%를 기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

3. 개찰공고문의 발주처 사정률과 낙찰하한가를 계산하세요.

- 발주처 사정률 : 466,928,000원 ÷ 465,938,000원 = 1.002124 ⇨ 100.2124% ⇨ 0.2124%

- 낙찰하한가 :66,928,000원 × 0.87745 = 409,705,974원

4. 아래 빈칸을 계산하여 기입하고 순위를 정하세요.

☺ 연습문제 ☺

업체 투찰금액(원) 투찰률 예상 사정률 순위

A 411,456,954 88.12 0.6407 2순위

B 409,682,628 87.74 0.2067 -1순위

C 409,730,000 87.75 0.2183 1순위





991. 공고문 확인사항-시설



1001. 공고문 확인사항-시설



1011. 공고문 확인사항-시설



1021. 공고문 확인사항-용역



1031. 공고문 확인사항-용역



1041. 공고문 확인사항-물품



1051. 공고문 확인사항-물품



1061. 공고문 확인사항-물품



1071. 공고문 확인사항 - 과업지시서



1081. 공고문 확인사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

다)

4.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

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만, 입찰자

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6.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7.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

니한 입찰

8.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1092. A값과 순공사원가

●기존 입찰가격산식

● 변경 입찰가격산식

▶ A값이 보정되지 않은 입찰금액 : 기초금액 ×예상사정율 ×낙찰하한율

▶A값이 보정된 입찰금액 공식 :  ((예상예정가격 – A값)× 낙찰하한율) = 낙찰하한가 + A값

① 예상예정가격 =

② (예상예정가격 – A값)× 낙찰하한율

③ ②값+ A값

※ A값이 보정된 입찰금액 공식 = { (기초금액 ×예상사정율)-A) × 낙찰하한율 } + A

A값 -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합산액



1102. A값과 순공사원가

▣ ‘간편 산출’- A값 보정



1113. 발주처 심층분석

1



1123. 발주처 심층분석

3
4

2



1133. 발주처 심층분석

5



1143. 발주처 심층분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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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
❖ 아래의 문제에 O, X를 기입하시오.

1. 조달청 적격심사 적용 공고문에 입찰 참여시 나라장터 등록사항(대표자,주소, 직원등)은공고문 게시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          )

2. 용역업종의 입찰공고문의 낙찰하한율은 동일하다.. (          )

3. A값은 산출된 입찰금액에 더하면 보정된 금액으로 산출된다. ---------------------------------------------------- (          )

4. 물품업종 공고문의 단가계약의 입찰금액은 수량을 곱해서 투찰해야 한다, -------------------------------------------- (       )

5. 전자입찰에서 입찰금액이 가장 낮게 제시한 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되는 공고문이 존재한다. _____ (         )

6. 단일 공고문에 2개 이상의 업체가 수급협정서를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은?

① 하도급계약 ② 협상에 의한 계약 ③ 2단계 경쟁입찰 ④공동도급

7.전자입찰 공고문 관련 사항 중 틀린 것은?

①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의 관련 규정(또는 법)을 숙지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다.

② 조달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를 말한다.

③ 지정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지정된 운영자가 전자조달 시스템 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나라장터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입찰에 참여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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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국가계약의 원칙적인 체결방법인 일반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매매·대차(貸借)·도급(都給) 등을 계약할 때 경매(競賣)·입찰(入札) 등

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정부 입찰 집행기준)

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

란한 경우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

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제한적 최저가)

1.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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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주요내용

견적서

제출방법종합공사 전문공사 그밖의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이상

견적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2억원

이하

추정가격1억원

이하

추정가격8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한계약

1인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

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

약가능

하자곤란 등 ◦하자구분곤란,혼잡,마감공사및특허공법등에따른수의계약(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가․나․다․마목)

천재지변등

◦천재지변,작전상의병력이동,긴급한행사등입찰에부칠여유가없는경우등(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라목․바~하목,제6

호~제8호)

◦계약을해제․해지한경우(시행령제27조)

◦재공고입찰결과입찰이성립하지아니하거나낙찰자가없는경우(시행령제26조제1항)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

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견적서를제출받았으나견적서제출자가1인뿐인경우로서다시견적서를제출받더라도견적서제출자

가1인뿐일것으로명백히예상되는경우(시행령제30조제1항제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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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않고 수의계약 가능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구분 구체적범위 수의계약제외대상

1)하자에대한책임구분이

곤란한경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

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하천축제․하천호안․도로포장․도로개설․상·하수도접합․조경․토공․

준설과이에유사한토목공사

▪동일구조물이외에서이루어지는전기,정보통신공사등

▪전차공사의공동수급체구성원중일부가시공과정에서탈퇴하고다

른구성원으로재구성하여전체공종의50%이상시공한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작업상혼잡등의경우 ▪금차공사가시공과정상다른공사와시간적·공간적으로중복되는공사 ▪금차공사기간대비전차공사잔여공사기간비율이40%미만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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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

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

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5.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

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1.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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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상태

⑴ 경영상태 업종전체 평균비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⑵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한

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신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지정정보처리장치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3)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www.eat.co.kr) ,4)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전자입찰 수의계약 공고건 중 지역을 제한한 공고문관내

http://www.g2b.go.kr/
http://www.eat.co.kr/
http://www.onbid.co.kr/


1222. 제안서 작성 공고문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

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8

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1232. 제안서 작성 공고문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사. 평가요령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나.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바.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1242. 제안서 작성 공고문 – 협상에 의한 계약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

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별표 2> 제안서 평가 절차 및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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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별표 1> 

구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보유상태또는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필요한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사업담당자)가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초과할수없다.

정성적

평가

분야

용역

․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관계

▪그밖에필요한사항

60 ▪평가위원이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평점산식 :아래

<별표 2>정량적 평가 항목을 Pass or Fail 심사

2. 제안서 작성 공고문 – 협상에 의한 계약



1262. 제안서 작성 공고문 – 협상에 의한 계약



1272. 제안서 작성 공고문 – 2단계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

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의 계약은 제외한다)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

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

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규격

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282. 제안서 작성 공고문 – 2단계 경쟁



1293.  기타 공고문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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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

1.2단계 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에 관한 사항중 맞는 설명은? .

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금액과 제안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② 2단계 경쟁은 무조건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③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가격만 평가한다.

④ 하나의 공고문에 2단계 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2.입찰공고문(공고서 포함)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는 의무규정은?  

① 유지의 의무

② 숙지의 의무

③ 우대가격 유지의무

④ 품질관리 통보의무

3. 수의계약의 설명음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1인 견적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없는 항목은? 

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수의계약은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진행한다.

②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③ 나라장터에 공고되는 수의계약은 금액제한 없이 발주처 재무관의 재량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④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수의계약은 복수예비가격과 예정가격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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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

❖ 아래의 문제에 O, X를 기입하세요.

4. 단가계약 공고문의 입찰 금액 산출시 수량을 곱하지 않는다. -----------------------------------------(        )

5.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무조건 금액이 낮은 업체가 낙찰이다. ---------------------------------------- (        )

6.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항목 배점은 동일하지 않다.  -------------------------------------------- (         )  

7. 2단계 경쟁 입찰 공고문에서 최고가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다 ------------------------------------ (        )

8. 지정정보처리장치가 아닌것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②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③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www.eat.co.kr) ④ 우체국 홈페이지

9.전자입찰 수의계약 공고문의 특징을 서술하세요.

- 개찰후 1순위가 되었을 때 적격심사 대상이 아닌 낙찰자로결정되는공고문

http://www.g2b.go.kr/
http://www.eat.co.kr/




1331. 적격심사 정의 및 용어정의

정의 -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입찰로 낙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능력과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격한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국가계약법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

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342. 계약이행능력 평가항목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외주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달청, 국가기관, 준정부, 공기업 등)에 적용받는 경우
고시금액

일반용역 중 청소, 검침,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
단순노무에 의한

의한 용역

단순노무에
외의 용역

위의 단순 노무에 의한 용역 이외의 용역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지표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
사정률

개찰후 발주처에서 발표하는 지표

(입찰금액 ÷ 예정가격) × 100%
투찰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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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5의2]에 따른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용

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5.창업기업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2. 계약이행능력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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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

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

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다. 

나. 제9조제3항을 제외한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

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

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능력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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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평가 항목 평가방법 비고

①
수행
능력
평가

②시공경험 평가 (추정가격 또는 기초금액 × 일정비율)  ≦ 해당 업체 실적

②경영상태
평가

부채비율 (해당면허 업계 평균 부채비율×배수)  ＞ 해당 업체 부채비율

유동비율 (해당면허 업계 평균 유동비율×배수) ＜ 해당 업체 유동비율

영업기간 3년 이상 영업기간

신인도 신인도 평가표에 의해 평가(가점과 감점, 배점한도 적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 적정성 평가
자재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난이도 계수)

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 평가 하도급 관리계획등의 적정성 평가표에 의해 평가

①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산식

③

③

③

3. 적격심사 구성도 – 시설업종



138

평가 항목 평 가 방 법 비고

①
수
행
능
력
평
가

② 이행실적 (추정가격 × 일정비율)  ≤  해당 업체 실적

②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또는 한국은행 기업평가 적용

② 기술 능력 기술 보유상황,기술인력 보유현황 , 장비보유상황 -용역별 또는 발주처별 적용

(신인도) 신인도 평가표에 의해서 가점 또는 감점
-발주처별 적용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산식

♣ ‘금액기준’에서 금액이란 공고문 추정가격을 의미하며 공고문에 따로 제시된 경우는 공고문을 우선한다.

♣“동등이상용역”이란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적격심사 구성도 – 용역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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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평가 방법 비고

①이행

능력

평가

②납품실적 (추정가격 × 일정비율)  ≤  해당 업체 실적

②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적용

②기술능력 기술인력보유, 생산기술 축적 정도 -적격심사 기준 적용

①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산식

신인도 신인도 평가표에 의해서 가점 또는 감점
- 적격심사 기준 적용

- 배점한도 적용

♣ ‘금액기준’에서 금액이란 공고문 추정가격을 의미하며 공고문에 따로 제시된 경우는 공고문을 우선한다.

♣“동등이상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3. 적격심사 구성도 – 물품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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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는 적격심사 대상업체의 실적만 평가하여 계약자를 선정한다. ( O ,  X )

2.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신인도항목은 가점과 감점이 있다. ( O ,  X )

3.동등 및 유사실적은 입찰 참여업체의 요청으로 가점할 수 있다. ( O ,  X )

4.모든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한다. ( O ,  X )

5.고시금액은 2억으로 고정되어있다. ( O ,  X )

6.용역,물품 공고문에 기준금액(또는 금액기준)은 공고문 추정가격을 말한다. ( O ,  X )

7.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실적인정 기간은 모든 적격심사에서 3년으로 동일하다. ( O ,  X )

8.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①1순위부터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입찰자가 자율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발주처에서 일정순위의 다수 입찰자에게 동시에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할 수 있다. 

☺ 연습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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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전자입찰에서 투찰업체가 적격심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발행된 세금계산서(인정기간 내) ②공고문에 명시된 업종관련 국가기관, 정부기관의 실적

③실적인정 기간은 적격심사 기준마다 다르다. ④ 모든 협회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10.적격심사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적격심사가 적용되면 1원으로 낙찰이 가능하다. ② 적격심사평가 항목은 공고문 적용전에 미리 정한다. ③ 여러

가지 적격심사중 원하는 적격심사 규정을 입찰자가 선택한다. 

④ 입찰자는 적격심사 내용 열람이 불가하다. 

11.투찰율 공식을 아래 보기에서 선택하세요.(        )                           

12.사정율 공식을 아래 보기에서 선택하세요.(         )

보기 : ①입찰금액÷예정가격 ②예정가격÷기초금액 ③입찰금액÷기초금액 ④ 예정가격÷입찰금액

☺ 연습문제 ☺





1431. 시공경험평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0억 미만 10억 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별지4>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종합공사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미만

전문 · 그 밖의 공사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 SH공사, 마사회는 지방자치단체 시공경험방식과 동일

단위 : 점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 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1441. 시공경험평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문,그 밖의 공사를 적용하면

= 80% :  만점기준 --------------- ①

5년 실적= 0.8(80%) × 공고문 추정가격 -------------------②

예시)전문업종 공고문 추정가격 20억원일때 만점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5년 실적을 구하세요

5년 실적= 0.8 × 20억원

∴ 5년실적= 16억원

② 식에서 5년실적과 80%는 상수이므로 정리하면

= 공고문 추정가격 ----------------③

5년실적 16억원인 업체는 0.8배수가 적용되는 경우 다음 실적 발표시까지 공고문 추정가격 20억원까지
시공경험평가는 만점이다. 

= 공고문 추정가격 ∴ 공고문 추정가격= 20억원

예시) 추정가격 20억원(지자체 적격심사 적용,전문 업종)공고문에 5년 실적 15억원을 보유한 업체의 시공경험평가 점수는?                                                                            

= 0.75(75%) : 13점(2점부족)

5년실적

공고문 추정가격

5년실적

0.8

16억

0.8

15억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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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근 콘 크 리 트 업 체 가 3년 실 적 1,660,000,000원 , 5년 실 적 2,629,000,000원 , 시 공 능 력 평 가 액

3,596,000,000원을 보유할 때 시공경험평가 만점금액을 계산하세요.

(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50억 미만~10억 이상 : 1배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30억 미만 ~10억 이상 :

0.8배수)

시공경험평가

-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

기초금액 × 1(배수) = 2,629,000,000원

∴ 기초금액 2,629,000,000원 미만 만점

- 지자체 적격심사 기준 :

추정가격 × 0.8(배수) = 2,629,000,000원

∴ 추정가격 3,286,250,000원 미만 만점(30억미만 만점)



1461. 시공경험평가 – 적격심사 만점금액



1471. 시공경험평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상호시장진출(주,허용업종)

-A값과 순공사원가 보정

-상호시장진출(실적계산)



1481. 시공경험평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1491. 시공경험평가 – A값과 순공사원가

▣ ‘간편 산출’- A값, 순공사원가 보정



1502. 수행실적평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설분야 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
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25 25

3. 신인도 ＋4.25～△5.0 ＋4.25～△5.0

계 35 25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5 5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20



1512. 수행실적평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설분야 용역 배점한도 세부내용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

율[금액 기준(다만, 청소

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

기준)]

가. 동등 이상 용역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40% 이상～70% 미만

D. 10% 이상～40% 미만

10

9

8

7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 유사 용역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40% 이상～70% 미만

D. 10% 이상～40% 미만

3

2

1

0.5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1. 이행실적(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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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청소(금액)   5년간 시설관리, 청소(규모) 5년간 시설관리, 청소(금액) 기타

업체 보유 실적 1,211,293,650 100,000m2 727,239,520원

조달청 일반용역 시설분야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적격심사를 적용하는 기초금액 809,000,000원, 추정가격 735,454,545원 공고문에

다음과 같은 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입찰 참여할 경우 이행실적평가 점수를 산출하세요. (평가 대상금액은 공고문 추정가격이며 동등과

유사실적 모두 인정,실적인정 1배수)

- 동등 용역 : 시설관리, 청소 용역을 모두 포함한 용역을 동시에 이행한 실적

- 유사 용역 : 청소, 시설관리 용역 중 1개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을 이행한 실적

풀이>  동등용역 실적 : 727,239,520÷ 735,454,545 = 0.9888  (98.88%, 9점)

유사용역 실적 : 1,211,293,650 ÷ 735,454,545 = 1.647 (164.7%, 3점)

∴ 9점 + 3점 = 12점 (배점한도 적용으로 10점)

❖ 예시문제



1533. 이행실적평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

계 100 100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5

2. 기술능력 기술등급 10 5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0 30

Ⅱ. 입찰가격 55 70 70 70

Ⅲ. 신인도 품질관리 등 신뢰 정도 신인도 평가표에 의한 평가 ＋5 ~ -5 ＋3 ~ -2 ＋3 ~ -2 ＋3 ~ -2

Ⅳ. 결격사유
해당 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0 -30 -30 -30



1543. 이행실적평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가점

등급 평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2.0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5% 이상 ~ 30% 미만

3.0
2.0
1.0
0.5수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5% 이상 ~ 30% 미만

1.0
0.75
0.5
0.25수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업초기
기업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3.0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5% 이상 ~ 30% 미만

2.0
1.5
1.0
0.5수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5% 이상 ~ 30% 미만

1.0
0.75
0.5
0.25수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중기업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0% 미만
D. 20% 이상 ~ 50% 미만
E. 5% 이상 ~ 30% 미만

5.0
4.0
3.0
2.0
1.0

수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0% 미만
D. 20% 이상 ~ 50% 미만
E. 5% 이상 ~ 30% 미만

1.5
1.25
1.0
0.75
0.5

수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적격심사 기준은 대기업 제외



1553. 이행실적 평가 – 지방자치단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이행실적
1)계약목적물과동등이상물품(30점)
2)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10점)

30 합산적용

나.기술능력

1)기술인력보유 :물품제조만평가
※물품구매는입찰자모두만점부여

5
물품제조

입찰에한함2)시설·장비 보유 :물품제조만평가
※물품구매는입찰자모두만점부여

5

다.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2. 입찰가격 ○평점산식참조 30

3. 신인도

가.품질관리등
신뢰정도

1)고도인증(+1점)2)녹색· 일반인증(+1점)3)중소(제조)기업(+1점)
4)고용창출(+1점) 5)기타(+1점)

+2
~
-2

배점한도
적용나.계약이행성실도 1)이행지연(-1점) 2)품질하자(-1점)

다.계약질서준수정도 1)불공정하도급거래(-1점) 2)임금체불위반(-1점)

4. 결격사유
물품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1)해당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부정당업자제재절차가진행중인경우 -20

2)부도등으로인하여해당계약이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20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평가기준



1563. 이행실적 평가 – 지방자치단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비고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가) 최근10년 이내 동일실적(규모․양)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나)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가) 최근10년 이내 동일실적(규모․양)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8
6
4
2

나)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가. 이행실적(30점)(단위 : 점)

이행실적

평가기준규모

이행실적

추정가격

이행실적

평가기준규모

이행실적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기술능력(10점)(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점수 비고

1) 기술인력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 기능장 1인당
B. 기사,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

제조입찰에

한한다.2) 시설·장비보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1573. 예시문제

지방자치단체 물품 적격심사가 적용되는 공고문(기초금액 1,606,000,000원, 추정가격

1,460,000,000원 )에 입찰 참여하는 업체는 어느정도 실적을 보유해야 이행실적 만점을 받을지

계산하세요. (평가기준금액은 공고문 추정가격,1배수 적용)

풀이> 이행실적평가 : 1,460,000,000원 × 1배수 = 실적금액

∴  공고문 추정가격만큼 보유하면 이행실적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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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

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제10조1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

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

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하며, 시설분야용역의 입찰자가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폐기물처리용역·육상운송용역의 입찰자가 제5호의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시설분야용역에 한함,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

5.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에 한함)

6.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Q1] 적격심사사 제출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나요?

4.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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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입찰에서 동가로 1순위 업체가 2업체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에서 미치는 영향은?

4. FAQ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의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경쟁입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

정

5.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의 규모ㆍ특

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②제1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1605. 경영상태 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Ⅰ. 공통사항

1.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2. 2. “1”의 내용을 평가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4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Ⅲ. 신용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종합[재무(3)+신용평가등급(7)]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평가



1615. 경영상태평가– 조달청 시설공사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 미만

B. 75% 미만

C. 100% 미만

D. 125% 미만

E. 125% 이상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 이상

B. 120% 이상

C. 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1.0

0.9

0.8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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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2억 원, 기초금액 13억 2천만 원 공고문에 입찰 참여업체 부채비율 130%, 유동비율 230%인 경우

경영상태평가 점수를 산출하세요. (업종 평균부채비율 147.88%, 업종 평균 유동비율 138.32%)

풀이>

부채비율 = 130% ÷ 147.88% = 87.9%, 유동비율 = 230% ÷ 138.32% = 166.2%

해석>  공고문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은 기준 : 충족

공고문 추정가격 10억 이상 기준 : 산출된 유동비율이 166.2%로 150% 이상으로 만점이지만

산출된 부채비율은 50% 보다 높기 때문에 평가표에 대입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 예시문제



1635. 경영상태평가– 총괄 평가표(시설업종)

발주처 구분 추정가격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종합평가 비고

조달청,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공항공사,

농어촌공사

공통 50억~100억미만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택 1

종합,전문

10억~50억 미만

3억 ~10억 미만

2억 ~3억 미만

~2억 미만

전기,통신,

소방,문화재

공사등

10억~50억 미만

3억~10억 미만

0.8억~3억 미만

~0.8억 미만

지자체

종합,전문

전기,통신,

소방,문화재

공사

~100억 미만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종합평가 중 택 1

군시설공사

종합,전문

전기,통신,

소방,문화재

공사

10억~50억 미만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택 1

~10억 미만 재무비율



1645. 경영상태평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5점 20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AAA에준하는등급)

AA+, AA0, AA-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AA＋, AA0, AA-에준하는등급)

A+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A＋에준하는등급)

A0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A0에준하는등급)

A-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A-에준하는등급)

30 25 20 10

BBB+ A3+
BBB+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BBB＋에준하는등급)
29.8 24.8 19.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BBB0에준하는등급)
29.6 24.6 19.6 9.6

BBB- A3-
BBB-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BBB-에준하는등급)
29.4 24.4 19.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BB＋, BB0에준하는등급)
29.2 24.2 19.2 9.2

BB- B0
BB-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BB-에준하는등급)
29.0 24.0 19.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B＋, B0, B-에준하는등급)
28.8 23.8 18.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CCC＋에준하는등급)
25.0 20.0 16.0 7.0



1655. 경영상태평가– 용역,물품 업종 평가표

구분 적격심사 추정가격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종합평가 비고

기술

용역

조달청 고시금액 미만 ○

지자체

2억이상(PQ포함) ○

2억 미만 세가지 방법중 유리한 것으로 택 1

일반

용역

조달청 ○

지자체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마다 상이함

구매

조달청물품 ○

지자체물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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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방법>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

예시> 경영상태 점수 15점이 적용되는 적격심사 공고문에 투찰할 경우 재무비율 평가 14점, 

신용평가등급 15점을 획득하였을 경우 종합평가방식으로 점수를 산출하세요.

풀이> 재무비율 (14점 × 30% = 4.2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70% = 10.5점) = 14.7점

시설업종 재무비율평가 신용등급평가 종합평가

경영상태 발표 업종 비율평가 등급점수 재무+신용

경영상태 미발표 업종 만점 등급점수 재무(만점)+신용

6. 종합평가



1677. 신인도 평가– 지자체 시설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다.특별신인도 (+1점)

1)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2)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제출 및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1687. 신인도 평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및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

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697. 신인도 평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및등급 평점(점)

다. 고용창출
①신규고용 우수기업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

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6인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1707. 신인도 평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마.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

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

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하도급법상습위반자로통보받은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

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1717. 신인도 평가

-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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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점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수행(이행)능력 평가점수 이상을 득점할 수 없다.( O ,  X )

2. 용역, 물품 업종의 실적배수는 모두 1배수이다. ( O ,  X )

3. 적격심사 실적입증의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다. ( O ,  X )

4. 예시 항목에서 적격심사 실적적용기준 금액을 기입하세요.

예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설계가격, 기초금액, 추정가격,추정금액

① 조달청 (                             ), ② 지방자치단체 (                             ), 

☺ 연습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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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초금액 457,039,000원, 추정가격 415,329,408원 공고문(건설업종)에 입찰 참여 업체가 시공경험평가

만점을 받기 위해서 보유해야 할 실적을 계산하세요.

(5년 실적 인정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0.8배수,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0.5배수)

-지방자치단체 기준 : 

-조달청 기준 :

6. 추정가격 1,153,818,182원, 기초금액은 1,269,200,000원(지방자치단체 시설 적격심사가 적용) 공고문에

입찰 참여업체가 시공경험평가 만점을 받기 위해 보유해야하는 5년 실적을 계산하세요.

(종합과 전문 업종으로 계산)

종합 업종 :  A 등급 100%이상 15점, B등급 90%이상 13점, C등급 80%이상 11점, D등급 80%미만 9점

전문 업종 :  A 등급 80%이상 15점, B등급 70%이상 13점, C등급 60%이상 11점, D등급 60%미만 9점

- 종합업종 : 1,153,818,182원 × 1 = 1,153,818,182원

- 전문업종: 1,153,818,182원 × 0.8= 923,054,545원

☺ 연습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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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초금액 820,100,000원, 추정가격 772,209,091원 공고문(용역업종)에 입찰 참여 업체가 이행실적을 만점

받기 위해서 보유해야 할 실적을 계산하세요.(동등과 유사실적 인정,배점한도 10점)

조건 : A업체 – 동등 820,000,000원, 유사 1,200,000,000원

B업체 – 동등 360,000,000원, 유사 420,000,000원

A 업체 동등실적 :820,000,000원 ÷ 772,209,091원= 1.06(10점)

유사실적 : 1,200,000,000원 ÷ 772,209,091원= 1.55(3점)

10점+3점= 13점(배점한도 적용 10점)

B업체 동등실적: 360,000,000원 ÷ 772,209,091원= 0.46(8점)

유사실적: 420,000,000원 ÷ 772,209,091원= 0.54(1점)

8점+1점= 9점

구분 동등 점수 유사 점수

평가
비율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40% 이상～70% 미만

D. 10% 이상～40% 미만

10

9

8

7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40% 이상～70% 미만

D. 10% 이상～40% 미만

3

2

1

0.5

☺ 연습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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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점산식= 60 - 4 × (
91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60- 4 ×ㅣ (          – 투찰률) × 100 ㅣ= 48 (통과 점수 88점 – 수행(이행)능력 평가점수 40점)

-4 × ㅣ 91 - 투찰률 ㅣ = -12

(91 – 투찰률)  = 3

투찰률 = 88

투찰률 = 0.88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서 얻을 수 있는 최저값)

투찰률 = 87.995%

▶ 만점투찰율 =  87.995%

1. 입찰가격산식 풀이

91

100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이상

이행능력 평가 40점(납품실적 5점,기술능력 5점, 경영상태 30점),

입찰가격점수 60점, 신인도 (+3~-2),통과점수 88점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771. 입찰가격산식 풀이 - 0.5점 부족할 때

입찰가격 평점산식= 60 - 4 × (
91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60- 4 ×ㅣ (          – 투찰률) × 100 ㅣ= 48.5 (통과 점수 88점 – 수행(이행)능력 평가점수 39.5점)

-4 × ㅣ 91 – 투찰률 ㅣ = -11.5

(91 – 투찰률)  = 2.875

투찰률 = 88.125

투찰률 = 0.88125(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서 얻을 수 있는 최저값)

투찰률 = 88.125%

▶ 만점투찰율 =  88.125% (0.13%차이)

91

100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이상

이행능력 평가 40점(납품실적 5점,기술능력 5점, 경영상태 30점),

입찰가격점수 60점, 신인도 (+3~-2),통과점수 88점



1781. 입찰가격산식 풀이- 1점 부족할 때

입찰가격 평점산식= 60 - 4 × (
91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60- 4 ×ㅣ (          – 투찰률) × 100 ㅣ= 49 (통과 점수 88점 – 수행(이행)능력 평가점수 39점)

-4 × ㅣ 91 - 투찰률 ㅣ = -11

(91 – 투찰률)  = 2.75

투찰률 = 88.25

투찰률 = 0.88245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서 얻을 수 있는 최저값)

투찰률 = 88.245%

▶ 만점투찰율 =  88.245% (0.25%차이)

91

100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이상

이행능력 평가 40점(납품실적 5점,기술능력 5점, 경영상태 30점),

입찰가격점수 60점, 신인도 (+3~-2),통과점수 88점



1792. 입찰가격 산식 응용(1)

<개찰결과>

- 발주처 사정율 : 193,690,770 원 ÷ 195,000,000원 = 0.993286 (99.3286% ⇨ -0.6714%)

- 낙찰하한가 193,690,770 원 × 0.87745 = 169,953,967원

• A사 : 수행능력평가(경영상태, 시공경험평가) 만점이므로 87.745%로 적용

195,000,000원 × 0.993286 × 0.87745 = 169,953,967원 이상 (169,954,000원 투찰)

• B사 : 수행능력평가(경영상태평가 혹은 시공경험평가)에서 1점이 부족하므로 87.795%로 적용

195,000,000원 × 0.993286 × 0.87795 = 170,050,812원 이상 (170,051,000원 투찰)

기초금액: 195,00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업종: 종합,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공고문에 A, B 두 업체가

투찰하고 개찰결과 예정가격 193,690,770원일 때 A사와 B사의 유효범위는?

(A사는 수행능력이 만점(87.745%)이고, B사는 수행능력이 1점이 부족(87.795%)하고, 두 업체가 예정가격을 정확히 예측)



1802. 입찰가격 산식 응용(2)

2) 예정가격 -0.6714%

1) 기초금액 0%

예가초과

하한탈락

B사 적격심사 통과기준 : 170,050,812원
투찰금액 : 170,051,000원

A사와 1점 차이 (0.05%)

B회사 87.795% A회사 87.745%

결과 ⇨ 기초금액: 195,000,000원, 예정가격: 193,690,770 원(-0.6714%), 낙찰하한가: 169,953,967원

B사
유효범위

A사 유효범위
3)A사의 적격심사 통과기준 : 169,953,967원

투찰금액 : 169,954,000원



1812. 입찰가격 산식 응용(3)

90-20 ×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점수

• A사 90-20 × (
88

-
169,953,967원

)×100
100 193,690,770원

= 85점 + 20점 =95점

• B사 90-20 × (
88

-
170,050,812원

)×100
100 193,690,770원

= 86점 + 19점 = 95점

규정 1) ‘입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A사의 투찰률은 0.87745를 0.8775로, B사의 투찰률 0.87795를 0.878 적용한다.

규정 2) ‘(입찰가격/예정가격)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75점 적용한다’ 

만약 입찰금액을 아주 높게 176,491,030원으로 투찰했다면 투찰률은 91.12%로 계산되어 입찰가격 점수가

27.6점이 아니라 88.25%를 초과하여 85점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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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금액 329,710,955원, 추정가격 362,682,051원, 낙찰하한율(만점투찰률) 80.495% 공고문에 입찰 참여업체가 수행능력평가

점수 0.3점과 0.5점이 부족할 때 낙찰하한율을 조정하세요. 

0.3점부족할때 40- 2 │88-투찰율┃=25.3

88-투찰율= 7.35

투찰율 = 80.65(80.645%)   

0.5점부족할때 40- 2 │88-투찰율┃=25.5

88-투찰율= 7.25

투찰율 = 80.75(80.745%)

• 수행능력평가 60점(시공경험평가 30점, 경영상태평가 30점) 

• 입찰가격평가 40점

• 통과점수 85점
40-2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40-2 × (
88

-
입찰가격

) × 100 =       통과점수-수행능력평가점수
100 예정가격

☺ 연습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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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

2.기초금액 520,740,000원, 추정가격 473,400,000원, 낙찰하한율(만점투찰률) 86.745% 공고문을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525,283,500

원으로 산출되었을 때 아래의 질문에 답하세요. 

‘A’ 업체 - 투찰율 :

입찰가격점수 :

‘B’ 업체 - 투찰율 :

입찰가격점수 :

투찰금액 투찰률 입찰가격점수 비고

A업체 455,713,600원

B업체 455,808,523원

• 수행능력평가 30점(시공경험평가 15점, 경영상태평가 15점) 

• 입찰가격평가 70점

• 통과점수 95점
70-4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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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A’업체 29.5점, ‘B’업체 30점일 때 적격심사 점수 (입찰가격 점수 + 수행능력평가 점

수) 를 계산하세요. 

A업체 : 

B업체 :

☺ 연습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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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서 가장 많은 질문

 예정가격을 어떻게 예측해야 1순위가 가능할까요?

 발주처 마다 하나의 사정률을 사용하는 것이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공고건마다 다른 사정률을 쓰는 것이 확률이 높습니까?

 낙찰은 완전히 운에 의한 로또와 같은데 분석이 가능한가요?

1. 분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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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 : 우연이 지배하는 사건의 결과를 관찰하는 과정으로 특정한 결과가 나타나는 비율

▶ 통계 : 확률 지식을 이용하여 불확실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그로부터 어떤 판단을 내리는 기술

▶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에서 조건에 맞는 경우의 수를 나타낸 것이고, 이것을 통계에서 기준치에 해당하는 수로

표현한 것이다.

대수의 법칙(큰 수의 법칙)

▶ 자연계에서 우연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관찰의 횟수를 늘리고 통계화하면 일정한 규칙성을 도출할

수 있다. 주사위를 반복해서 던질 때, 던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각 숫자가 나오는 확률은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 분석은 운에 전적으로 좌우되기보다는 운과 노력에 의하여 좌우된다!!!

1. 분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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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3

예정가격 경우의 수

15C4 = 1365

- 예정가격 사정률 특징

1. 분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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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많은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 공고문을 숙지하고 적격심사(수행능력평가, 신인도점수 등)를 파악한다.

▶ 목표를 세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내심을 갖고 투찰한다.

▶ 참가 가능한 모든 공고건에 참여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 사정률을 感으로 쓰지 않고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 분석에 정답은 없다.

▶ 발주처별로 여러 분석 방법을 사용해 보고,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 발주처 성향을 파악하여 투찰

1. 분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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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습관

1)예상 사정율은 발주처마다 하나로 사용한다.(발주처 사정율로 소수점 첫째자리 맞을때까지 사용)

- 개찰 장소 : 발주처 재무관 PC(예정가격 생성)

- 발주기관내에서 시설 업종 전체,용역 업종 전체,물품 업종 전체로 구분

2)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  +1.0%~-1.0%, 지자체 적격심사 기준 : +1.2%~-1.2%, 

3)투찰은 하루 전날 개찰건을 확인하고 투찰한다. 

1. 분석개요



1911. 분석개요

▶발주처 예정가격 흐름 그래프



1921. 분석개요

▶ 분석기간 3개월, 개찰건수(분석자료) 43건

▶ 분석기간 5년, 개찰건수(분석자료)  18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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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복수예비가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복수예비가격 범위

구간 범위 구간 범위

1 102.000 ~ 101.735% 9 99.866 ~ 99.600%

2 101.734 ~ 101.469% 10 99.599 ~ 99.333%

3 101.468 ~ 101.202% 11 99.332 ~ 99.066%

4 101.201 ~ 100.935% 12 99.065 ~ 98.799%

5 100.934 ~ 100.668% 13 98.798 ~ 98.532%

6 100.667 ~ 100.401% 14 98.531 ~ 98.266%

7 100.400 ~ 100.134% 15 98.265 ~ 98.000%

8 100.133 ~ 99.867% 기초금액 100.000%

구간 범위 구간 범위

1 97.00000000 ~ 97.37500000% 9 100.00000001 ~ 100.42857142%

2 97.37500001 ~ 97.75000001% 10 100.42857143 ~ 100.85714285%

3 97.75000002 ~ 98.12500002% 11 100.85714286 ~ 101.28571428%

4 98.12500003 ~ 98.50000003% 12 101.28571429 ~ 101.71428571%

5 98.50000004 ~ 98.87500004% 13 101.71428572 ~ 102.14285714%

6 98.87500005 ~ 99.25000005% 14 102.14285715 ~ 102.57142857%

7 99.25000006 ~ 99.62500006% 15 102.57142858 ~ 103.00000000%

8 99.62500007 ~ 100.00000000% 기초금액 100.000%

2. 복수예비가격 분석 - 구간특징



194(2) 복수예비가격 분석 - 지난 입찰 적용 (1)

1



195(2) 복수예비가격 분석 - 지난 입찰 적용 (1)

5

5번 적용기준
1)
2)

2

3
4



196(2) 복수예비가격 분석 - 지난 입찰 적용 (1)

36



197(2) 복수예비가격 분석 - 지난 입찰 적용 (1)

7

8



198(2) 복수예비가격 분석 - 지난 입찰 적용 (1)

9

A값및순공사원가 보정

7



1993. 발주처 심층분석

1



2003. 발주처 심층분석

3
4

2



2013. 발주처 심층분석

5



2023. 발주처 심층분석

6



2034. 분석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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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에서 제작한 교재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인포스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인포스의 사전동의 없이는 교재내용의 무단전재,복사,

유표,인용,재판매 등의 저작권 행위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교육팀 육 태 균 팀장

Mobile. 010-2911-2785

교육팀 박 해 성 과장

Mobile. 010-4043-6714



1-X ,   2- X ,     3- O ,       4- X ,       5- X ,     6- 3,    7-4,  8-2,  

9- 1순위를 입찰자가 선택하여 공정성이 확보되고, 1순위부터 적격심사를 적용한다. 

10-용역,물품 업종은 입찰 공고일로 부터 3년(또는 5년)간 발행된 공고문 업종 세금계산서 합계가 정부조달 실적에

해당한다.  단, 건설업종은 협회에서 발행하는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1-4,   2-3 ,   3-1

4. ‘숙지의 의무＇는 입찰 참여한 공고문에 관련된 모든 규정과 법에 대하여 입찰자가 숙지한 뒤에 입찰에 참여해야한다는 의

무규정이고, ‘유지의 의무＇는 입찰 참가자격 사항에 대하여 입찰공고일로 부터 계약일까지 유지하여 입찰자 변경을 막는 의

무사항이다. 

1 -예정가격 , 2- 기초금액 , 3- 추정가격 , 4- 복수예비가격,  5- 1과4 ,  6-1 , 7-4          

1-X ,   2- X ,     3- O ,       4- X ,       5- X ,     6- X,    7-1  

문 제 풀 이 해 답



0% 기준 100% 기준 소수점 기준

1.0572% 101.0572% 1.010572

0.5519% 100.5519% 1.005519

-1.2011% 98.7989% 0.987989

-4.0138% 95.9862% 0.959862

-0.8122% 99.1878% 0.991878

-1.0745% 98.9255% 0.989255

0.6329% 100.6329% 1.006329

-0.2269% 99.7731% 0.997731

2.3201% 102.3201% 1.023201

2 -예상사정율 변환 : -0.9241%99.0759%0.990759, 

-354,538,000원 ×0.990759 × 0.86745=304,701,975원

3. -예상사정율 변환 : 1.1184% 101.1184%1.011184,  

- 1,189,384,584 원 ×1.011184 × 0.80495=968,102,628원

4. -예상사정율 변환 : -0.7893% 99.2107%0.992107, 

- 240,913,000원 ×0.992107 × 0.87745=209,720,618원

5. - 280,781,200 원 ÷ 280,000,000 원 =1.00279 100.279%  0.2790% ,

- 280,781,200 원 × 0.86745= 243,563,652원

6. - 106,504,850 원 ÷ 107,351,000 원 =0.992117999.2117% -0.7883%

- 106,504,850 원 × 0.84245= 89,725,011원

7. - 1,478,911,250 원÷ 1,482,068,000 원 =0.99787099.787% -0.2129%

- 1,478,911,250 원× 0.86745= 1,282,881,564원



0% 기준 100% 기준 소수점 기준

0.9872% 100.9872% 1.009872

-0.3392% 99.6608% 0.996608

-1.1911% 98.8089% 0.988089

-4.2478% 95.7522% 0.957522

-0.3216% 99.6784% 0.996784

-2.3097% 97.6903% 0.976903

0.5521% 100.5521% 1.005521

-1.5783% 98.4217% 0.984217

2.5271% 102.5271% 1.02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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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7893%99.2107%0.992107 , 240,913,000 원 × 0.992107 × 0.87745 =209,720,618원

10. 1.1267%101.1267%1.011267, 97,759,953 원 × 1.011267 × 0.9 =88,975,273원

11. 280,781,200 원 ÷ 280,000,000 원 =1.00279 100.279%  0.2790%

12. 106,504,850 원 ÷ 107,351,000 원 =0.992117999.2117% -0.7883%

13.

⓵예정가격 사정율 :예정가격 ÷기초금액  65,555,015 ÷ 66,290,021=98.8912% -1.1087%

⓶낙찰하한가 :예정가격 ×낙찰하한율=65,555,015 ×0.87745=57,521,248원

⓷A업체 사정율 : 입찰금액 ÷ 기초금액÷낙찰하한율= 58,620,000 ÷ 66,290,021÷0.87745=100.7802% 0.7802%

⓸B업체 입찰금액 : 기초금액 × 예상사정율 ×낙찰하한율=66,290,021 × 0.992759 ×0.87745=57,744,998

14.

⓵예정가격 사정율 :예정가격 ÷기초금액  40,747,186 ÷ 41,093,800=99.1565% -0.8434%

⓶낙찰하한가 :예정가격 ×낙찰하한율=40,747,186 ×0.87745=35,753,619원

⓷C업체 사정율 : 입찰금액 ÷ 기초금액÷낙찰하한율= 39,000,000 ÷ 41,093,800÷0.87745=108.1598% 8.1598%

⓸D업체 입찰금액 : 기초금액 × 예상사정율 ×낙찰하한율=41,093,800 × 1.000028 ×0.87745=36,058,765



변환 : -0.7893% 99.2107%0.992107,  - 240,913,000원 ×0.992107 × 0.87745=209,720,618원

1. 355,315,500 + 360,348,000+ 362,108,800+ 361,314,500= 1,439,086,800 ÷ 4= 359,771,700원 15번,9번,2번,7번

2. 359,771,700원× 0.87745=315,681,679원

3. - 발주처 사정률 = 466,928,000원 ÷ 465,938,000원 = 1.002124 ⇨ 100.2124% ⇨ 0.2124%

- 낙찰하한가 = 466,928,000원 × 0.87745 = 409,705,974원

업체 투찰금액(원) 투찰률 예상 사정률 순위

A 411,456,954 88.12 0.6407 2순위

B 409,682,628 87.74 0.2067 -1순위

C 409,730,000 87.75 0.2183 1순위



1-○ , 2- ×, 3- ×,  4- ×, 5- ○,  6- 4,  7- 4

1- 1, 2-2, 3-4, 4- ○, 5- ×,  6-×, 7-× , 8-4, 

9- 개찰후 1순위가 되었을 때 적격심사 대상이 아닌 낙찰자로 결정되는 공고문

1- X, 2- O, 3-X, 4-X, 5-X, 6-O, 7-X 8- ②, 9- ④, 10- ②, 11-1, 12- ②

1- O, 2- X,3- X,  4- ① 기초금액,②추정가격

5. -지방자치단체 기준 : 415,329,408원 × 0.8= 332,263,526원, 

-조달청 기준 : 457,039,000원 × 0.5 =228,519,500원

6. - 종합업종 : 1,153,818,182원 × 1 = 1,153,818,182원,전문업종: 1,153,818,182원 × 0.8= 923,054,545원

7.A 업체 동등실적 :820,000,000원 ÷ 772,209,091원= 1.06(10점),   

유사실적 : 1,200,000,000원 ÷ 772,209,091원= 1.55(3점)

10점+3점= 13점(배점한도 적용 10점)



1.     0.3점부족할때 40- 2 │88-투찰율┃=25.3

88-투찰율= 7.35

투찰율 = 80.65(80.645%)   

0.5점부족할때 40- 2 │88-투찰율┃=25.5

88-투찰율= 7.25

투찰율 = 80.75(80.745%)

2. ‘A’ 업체 투찰율:455,713,600원 ÷ 525,283,500원 = 0.86755(0.8676) ,입찰가격점수: 70-4 ×ㅣ(88- 86.76)ㅣ=65.04점

‘B’ 업체투찰율 : 455,808,523원 ÷ 525,283,500원 = 0.86773(0.8677),입찰가격점수 : 70-4×ㅣ(88- 86.77)ㅣ=65.08점

3. 적격심사 점수(입찰가격 점수 + 경영상태 점수), 수행평가점수 - A업체 29.5점, ‘B’업체 30점

A업체 : 65.04점+ 29.5 점 = 94.54점 ,    B업체 : 65.08점+ 30 점 = 95.08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