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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KTOA IX정산 시스템 위탁운영 2018

2. 사업목적

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인터넷 트래픽 정산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기 위함

나. 전산시스템의 장애를 방지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전산장비의 기능 및 성능 유지

다. 인터넷 트래픽 정산 시스템에 대한 위탁운영 및 H/W, S/W 유지보수 

일체가 계약체결 대상

3. 사업방향

가.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나. 기능변경 및 추가 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운영

방안 확보

다. 장애발생시 최소한의 시간 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방안 확보

라.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비책 수립

마. 이해관계자간 상호 협력과 조율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

4. 사업기간 : 2018. 1. 1. ~ 2019. 12. 31.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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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현황

1.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소개

가. 설립목적(1996.8.5.설립)

o 통신사업자간 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한 공동이익의 창출

o 통신사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건전한 발전 도모

나. 회원사 현황(11개사)

o KT, KT파워텔

o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o LGU+,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o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다. 조직 및 인원

o 조직 : 6실 1단 (경영기획실, 대외협력실, 사업협력실, 네트워크실,

전산운영실, 산업지원실, 정책지원단)

o 인원 : 53명

라. 주요 업무

o 회원사의 사업환경 및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o 통신서비스/IT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지원 및 운영관리

o 방송통신 분야 융합 및 정책 이슈 조사연구 활동

o 번호이동관리 센터/시외전화 사전등록 센터 운영

o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활동

o 통신망 공동구축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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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요사업 실적

o `99년 : 시외전화 사전선택 변경등록센터 운영

o `03년 : 통신망공동구축 전문기관 운영

o `03년 : 시내전화 번호이동 관리센터 운영

o `04년 : 이동전화 번호이동 관리센터 운영

o `06년 : 이동전화 번호안내 서비스센터 운영

o `07년 : 이동전화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 운영

o `08년 : 긴급통화 위치정보 시스템

o `08년 : 전기통신번호 관리 시스템

o `12년 :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 시스템 운영

o `13년 : 공중선정비종합지원센터 운영

o `16년 : IX 정산센터 운영

바. 전산시스템 운영

o KTOA는 이동전화 번호이동(MNP) 시스템 등 통신사업자와 연

계된 다수의 시스템을 자체 전산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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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운영 시스템 현황

가. 서버, 네트워크, 상용S/W 및 기반시설 현황

품목 내역 수량 하자 보증 종료일

서버

가. 수집서버 HP DL160 Gen9 14식

2018. 11. 23.

나. 분석서버 HP DL580 Gen8 4식

다. 웹서버 HP DL160 Gen9 2식

라. DB서버 HP DL380 Gen9 2식

마.백업서버 HP DL160 Gen9 1식

바.개발서버
HP DL160 Gen9 2식

HP DL160 Gen9 1식

사. 운영PC HP Pavilion 500-450kr 2식

아. 관제PC HP ProDesk 600 G2 SFF 2식 2017. 12. 31.

자. 분석서버 HP DL580 Gen9 1식 2020. 2. 27.

네트워크

가. 수집망 스위치 CISCO WS-2960XR-24TS-I 2식

2016. 11. 23.

나. 개발망 스위치 CISCO WS-2960X-24TS-L 1식

다. 분석망 스위치 CISCO N3K-C3548P-10G 2식

라. 라우터 CISCO ASR-9001 2식

마. 방화벽(수집망) Fortinet FortiGate-800C 2식

바. 정산망 방화벽 Fortinet FortiGate-800C 1식

OS Linux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v7
(1 sockets)

21식

2016. 11. 23.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v6.6(2 sockets)

1식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v7
(4 sockets)

4식

이중화
솔루션

SIOS/STEELEYE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용
(수집서버 14대)

14식 2016. 11. 23.

DBMS ALTIBASE HDB ALTIBASE HDB 2식 2016. 11. 23.

차트 차트 HIGHSOFT 하이차트 1식 -

웹보안 SSL인증 CERT Korea 1식 매년 갱신

기타
가. Rack HP 42U 표준랙 11식 2018. 11. 23.

나. KVM 이동형 콘솔랙, KVM Switch 2식 2016. 11. 23.

기반시설

가. 자동소화설비 청정소화약재(NAF-III) 사용 2식

2016. 10. 13.

나. UPS 정전보상 60분 이상(컨트롤러삼중화) 1식

다. 보안설비 CCTV 5개 포함(16채널) 1식

라. 기타 출입통제기 1식



- 5 -

나. 저장장치 관련 현황

품목 사양
도입
년도

수량
용량

(usable)
하자보증일

저장
스토리지

HP
StoreServ
7200c

6TB 7200rpm HDD SAS, RAID(6+2)
2015 58 210 TB 2018. 11. 23.

2016 16 61 TB 2020. 2. 27.

1.8TB 10000rpm HDD SAS, RAID1

2015 18 13 TB 2018. 11. 23.

2016 8 6 TB 2020. 2. 27.

2017 2 1.6 TB 2020. 12. 31.

Disk Chassis
2015 4식 2018. 11. 23.

2016 1식 2020. 2. 27.

HP 3PAR StoreServ 7200c Node Pair 2015 1식 2018. 11. 23.

백업
스토리지

HP
StoreServ
7200c

6TB 7200rpm HDD SAS, RAID(6+2)
2015 60 230 TB 2018. 11. 23.

2016 16 61 TB 2020. 2. 27.

1.8TB 10000rpm HDD SAS, RAID1
2015 18 13 TB 2018. 11. 23.

2016 10 7.6 TB 2020. 2. 27.

Disk Chassis
2015 4식 2018. 11. 23.

2016 1식 2020. 2. 27.

HP 3PAR StoreServ 7200c Node Pair 2015 1식 2018. 11. 23.

아카이브
스토리지

HP
StoreServ
7400c

6TB 7200rpm HDD SAS, RAID(6+2)

2015 66 248 TB 2018. 11. 23.

2016 30 111 TB 2020. 2. 27.

2017 80 300 TB 2020. 12. 31.

1.8TB 10000rpm HDD SAS, RAID1 2016 30 22 TB 2020. 2. 27.

Disk Chassis

2015 4식 2018. 11. 23.

2016 2식 2020. 2. 27.

2017 4식 2020. 12. 31.

HP 3PAR StoreServ 7200c Node Pair 2015 1식 2018. 11. 23.

파일 
컨트롤러

HP 3PAR StoreServ File Controller 2015 2식 2018. 11. 23.

NAS 
Gateway

HP StoreAll 8200 Gateway
8Gbps FC HBA * 4port

2015 2식 2018. 11. 23.

SAN
switch

HP SN6000B 2015 2식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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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산개발 현황

구분 기능 본수 개발언어

수집 연동된 IX라우터로부터 SNMP/BGP/FLOW정보 수집 94 Java

분석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트래픽량/트래픽유형 분석 48 Java

통계 사업자별/AS별/장비별 각종 통계 데이터 생성 55
Java, JSP, XML 

JavaScript

정산 트래픽유형별 정산데이터와 검증정보 제공 61
Java, JSP, XML 

JavaScript

구성 사업자간 연동 구성정보관리 31
Java, JSP, XML 

JavaScript

장애 정산소 시스템/프로세스 장애관리 29
Java, JSP, XML 

JavaScript

운영 시스템 공통 운영 관리 24
Java, JSP, XML 

JavaScript

프레임워크 관리 81 Java, XML

공통사용 236
Java, JSP, XML 

JavaScript

계 659

※ 시스템 현황에 대한 세부사항(HW 구성, 시스템 기능 및 운영 매뉴얼 등)은 입찰공고 

상의 입찰장소를 방문하여 열람 및 확인 가능

3. 연동 장비 현황

가. 연동 사업자 : 총11개 사업자 (KT, LGU+, SK브로드밴드, SKT,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티브로드, CJ헬로비전, 현대HCN, 씨앤앰,

CMB)

o 입찰공고일 현재 연동사업자는 11개 이며, 향후 연동 사업자 및 

연동장비는 추가 예정

나. 연동 라우터 : 입찰 공고일 기준 총129대의 IX(Internet eXchange)

라우터가 전용회선을 통해 인터넷 트래픽 정산센터와 연동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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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구성 및 기능 개념도

5. 위탁운영 소요인력(예시)

구분 인원 담당업무 근무 시간 비고

PM
(특급 이상)

1
o 총괄 PM
o 서버 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 운영
평일 주간
(09:00~ 18:00)시스템 개발

(중급 이상)
1

o 웹 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 운영

H/W 관리
(중급 이상)

1
o H/W 및 기반시설 관리 

및 유지운영

야간 OP
(초급 이상)

3
o 야간 및 공휴일 시스템 

관제 및 장애 관리

평일 :  야간
(18:00 ~ 09:00)

공휴일 : 종일

o 교대근무 등을 
고려하여 책정

o 근무인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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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 요구사항

1. 제안개요

o 본 사업과제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에 임하는 

자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명확하게 요약‧기술

2. 제안내용

가. 전산서비스 위탁운영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제안

나. 전산시스템(H/W, S/W 및 부대장비 포함)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제안

o 단, H/W 및 상용S/W의 유지보수 기간은 품목별 하자 보증 종료일 

이후부터 본사업 계약 종료일까지로 함

3. 제안범위

가. 전산서비스 운영

(1)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

o 무중단 서비스와 시스템 신뢰성을 위한 일상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 정산절차 및 정산검증 지원

o 인터넷 트래픽 정산을 위한 정산데이터의 제공

o 정산데이터 검증을 위한 상세데이터 제공 및 원시데이터 제공

(3) 전산처리요청 (단순변경, 데이터처리 및 제공) 이행

o 정산 및 검증 데이터, 시스템 구성/관리 데이터 처리 및 제공

o 수집․분석․통계․정산 기능의 로직 변경이 없는 시스템 기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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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SP사업자 IX라우터 추가․변경 등의 연동 관리

o 인터넷 트래픽 정산을 위한 ISP 사업자의 IX 라우터 별 데이터

(SNMP, Flow 등) 수집 및 라우팅 정보(BGP 등) 연동

o Flow 정보와 라우팅 정보의 매핑(트래픽 정보에 대한 보안기능 

포함)

(5) 장애 발생 시 대응 및 조치

o 장애처리절차 개선, 비상연락체계관리, 비상복구위한 전담반 구성,

재발방지 대책수립

(6) 전산시스템 변경관리

o 시스템 관리 절차, 시스템 자원(프로그램소스, 구성파일, 기준정보

등)에 대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변경에 대한 추적성 관리

나. 전산시스템 (부대설비 포함) 유지운영

(1) 주기적인 시스템 점검

(2) 백업정책에 따른 백업 절차 수행

(3) 주기적인 운영보고서 작성

4. 제안사 소개

가.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등을 제시

나. 제안사의 조직구성 및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 현황을 제시

다.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자본금,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매출액, 경상

이익 등을 분야별로 제시

o 자기자본금,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 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 등은

별도로 제시

라. 본 제안요청과 관련이 있는 주요 또는 유사 사업 실적 및 관련분야 

보유기술 제시

o 기간통신사업자 및 정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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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수행 부문

가. 사업수행방안

o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내용 등을 제시

나. 조직운영방안

(1)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및 사업관리방안 기술

(2)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보유기술 및 전산운영 경험 포함)을 제시

(3) 사업을 수행할 조직(협력업체 포함)의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4) 연합회와의 협조방안 제시

다. 운영방안

(1)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영 범위, 정보시스템 운

영 성능관리, 변경관리, 보안관리, 장애관리 등 위탁운영 수행방

안 및 계획을 제시

라. H/W 및 S/W 유지보수 방안

(1) 제안사는 모든 H/W 장비, S/W에 대하여 기술력과 각종 측정

장비를 이용한 장애복구방안 및 유지보수방안을 명확히 제시

o 대상별 유지보수 방안, 장애 시 조치방안을 포함하여 제시

마. 보고 및 기타

(1) 사업 수행시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보고체계 및 방법, 의사소통 

방법 등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

(2) 본 사업 진행 중 수시/중간 보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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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관리부문

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서비스 수준 수립을 위한 추진 절차, 방법 

등 전반적인 계획을 제시

나. 인력운영 고도화 방안, 보안관리 강화방안, 운영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 전반을 제시

다. 참여인원 및 정보시스템 자료·정보 등에 대한 보안대책 제시

라. 운영노하우의 체계적인 관리, 활용, 문서화 방안 등 사업추진시 

품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및 투입인력에 의한 실수로 장

애 발생 시 보상 방법 등을 제시

마. 인수인계 계획, 방법 등과 위 항목에 지시되지 않은 기타 제안내

역을 기술

7. 지원부문

가. 연합회의 환경을 고려한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절차, 장애처리절차,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체제, 장애유형별 대처방안, 백업 및 복구방안,

성능개선을 위한 방안 등 종합적 운영업무 지원방안을 제시

나. 제안업체 및 협력업체를 통한 기술지원의 체계, 지원 방법 및 비상

연락망 구성 등을 기술

다. 기능 향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 교육 등 종합적인 방안 

제시

라. 기타 업체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추가제안 내용에 포함하고,

제안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첨부

마. 제안사는 사업수행 및 그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

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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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가 제안내용

o 위 항목에 지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내역을 기술하며, 기술된 내용은 

평가에 반영됨

9. 가격 부문

가. 가격 부문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을 원화 기준으로 제안하여야 함

10. 제안 시 고려사항

가. 프로젝트 수행부문

(1) 사업자는 사업 수행내역을 매월 산출물과 함께 연합회에 서면 제

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발생시 

지체 없이 연합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2)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3) 사업 참여인원은 관련 정보보호 법률 및 연합회의 내부 보안지침 준수

나. 수행인력 부문

o 수시 지원사항에 대한 투입인력 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하여 산출

다. 기타사항

(1) 사업자는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2) 사업자는 프로젝트 관리자(PM)를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 불가하며,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3) 제안요청서의 각 부문에서 제시된 제안요건들의 수용여부 및 

그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며, 수용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수용 가능한 제안요건은 사유를 기술

(4) 제안사는 제안 요청사항을 상세히 검토, 검증하여 상기 제안요청사항의

미비점이나 부족사항(제안요건, 장비 등)을 보완하고, 전체시스템의

완전한 가용성, 안정성, 보안성, 통합 운용성을 고려하여 제안서를 작성



- 13 -

Ⅳ. 제안 안내사항

1. 일반사항

가. 입찰 및 낙찰 방식

(1)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입찰 참가자격

(1) 제안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

(2) 최근 3년간(2015~2017) 인터넷 망구성, Flow Sampling 기반 트

래픽 분석시스템, NW 모니터링 시스템 등 관련 사업의 개발 

또는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3) 인터넷 트래픽 정산센터와 연동된 ISP 사업자의 계열사 또는 자

회사 관계가 없는 업체

(4) 소정의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다. 제안서 제출기한 및 방법

(1)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 참조

(2) 제 출 처 : 입찰공고서 참조

(3)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은 방문접수이어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 제안서는 공문형식으로 하고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다)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제안관련 문의 : 입찰공고서 참조

(5) 기타 사항 : 제안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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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안참가서류

(1) 제안업체의 인감이 날인된 입찰참가 공식문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와 붙임서류 각 1부

(가) 입찰참가신청서(첨부6)

1) 입찰보증금의 보증금율은 입찰가격의 5% 이상으로 하고, 보증금

납부 방법은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붙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3) 입찰서 1부(첨부7) : 밀봉하여 제출

(4) 가격산출 내역서(첨부8) : 밀봉하여 제출

(5)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컬러 3부, 흑백 12부

(6) 최근 연도 회계감사보고서 1부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파일은 CD 1매로 별도 제출

(나) 제안서상 근거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다) 기타 제안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 별도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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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조건

가.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된다.

다.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파기를 할 수 있고 

계약대상 사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업체의 이익을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합회의 

해석을 우선한다.

바. 연합회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사. 연합회는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연합회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

여 책임지지 않는다.

아.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선정된 업체는 연합회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 하여야 한다.

자.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합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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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가격

가. 입찰서와 제안서의 가격부문은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한다.

나. 제안가격의 비용단위는 원화로 산정하여 제시하고,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제시한다.

다. 입찰금액에 대해 세부항목별 적용기준 및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첨부하고, 필요한 경우 각 산정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기재되어 있는 개별 금액의 합계와 입찰금액이 상이할 경우 입찰금액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4.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규격은 A4 용지를 기본으로 하며 매수에는 제한이 없다.

나.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의 기재형태는 인식 가능하여야 하며 제시된 근거가  

정확해야 한다.

라.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마.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 목차”(별첨1)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

여야 하며, 해당 작성란이 공란 및 판단불가로 평가될 경우 해

당부분에 대해서는 감점할 수 있다.

바. 제안서 작성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사. 각 구성도 및 구현 이미지에 대한 사항은 특별히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없는 한 제안 범위로 간주한다.

아.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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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

(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차.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카.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타.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연합회에서 요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하.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연합회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5. 향후 추진일정

가. 제안요청서 공고 : ‘17. 10. 13(금) 이내

나. 제안서 접수 마감 : ‘17. 10. 24(화), 10:00

다. 제안설명회 및 평가·선정 : ‘17. 10. 31(화)

라. 가격협상                 : ~ ‘17. 11. 10(금)

마. 계약         : ‘17. 11. 15(수) 이내

※ 향후 추진일정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의 협의 및 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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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의 평가

가. 업체선정 평가는 2단계로 실시함

(1) 1단계 : 제안업체 자격 적합여부 평가(적합 또는 부적합)

(2) 2단계 : 제안서 평가 및 가격평가

나. 제안사당 30분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로 프레젠테이션 실시

다. 입찰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 재공고 하며, 재공고 후에도 입찰

업체 1개사인 경우 제안서 적합성 평가 후 수의계약

라. 업체선정

(1)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만점 중 산술평균 5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가격평가를 반영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정

(2)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업체별 제안서 평가점수(소수점 둘째자리에

서 반올림)와 가격 평가점수(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를 합하여 

최종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최종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3) 최종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제안서평가 산술평균 점수가 높은 

업체를 상순위로 하고, 제안서평가 산술평균 점수도 동점이면 

제안서평가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산술평균 점수가 높은 업

체를 상순위로 한다.

(4)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에 의해 최종 업체선정한다.

(5) 가격협상은 최대 3차례 수행 하며, 최종 가격협상 결과가 예정

가격을 초과한 경우 가격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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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와 가격을 

협상한다.

(7) 상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하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

략한다.

(8) 단독 입찰일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른 제안서 

적합성 평가점수가 80점 만점에 60점 미만인 경우 제안업체 선

정을 유찰 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가 적합하다고 평가한 경우에

라도 입찰가격이 당 연합회 예상 적정가격을 상당히 초과한다

고 판단될 경우 업체 선정을 유찰할 수 있다.

(9) 선정회사 중 추후 허위서류 제출 또는 계약불이행 등 결격사유 발생으로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2. 제안업체 평가기준

가. 세부 평가 방법

(1) 제안서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2) 평가비율 : 제안서평가(80%), 가격평가(20%)

나. 제안서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거하여 실시

다. 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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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점수 산식 >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예정가격의상당가격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상당가격예정가격의상당가격

예정가격의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라.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과 평가 점수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 업체는 평가 절차, 평가 기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별첨1]

제안서 작성 목차

구분 세부 항목 비고

Ⅰ. 제안 개요 o 본 제안의 목적 및 범위, 전제조건

o 제안 특징 및 장점을 제시

o 기대 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o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o 제안회사의 조직 구성 및 인원현황

o 제안회사의 자본금 및 경영상태

o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실적

Ⅲ. 기술 부문 o 사업수행 방안

-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

o 조직운영 방안

-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운영 및 관리 방안

- KTOA와의 협조 방안

o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보유기술 및 유사분야 경험포함)

o 정보시스템 유지운영 방안

o 정보통신 설비 유지운영 방안

o 추가제안(제안사 선택 사항)

- 시스템 안정화 방안

Ⅳ. 관리부문 o 추진일정

o 사업관리방안, 품질관리 방안 

o 수행조직(협력업체 포함) 및 업무분장

o 본사업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보고체계 및 방법, 의사

소통 방법 등 종합적인 계획

Ⅴ. 지원부문 o 비상연락망 구성 및 협력방안

o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부문

o 업체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추가제안 내용에 

포함하고, 제안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첨부

o 장애시 조치방안

Ⅵ. 가격부문 o 제안금액

o 산출내역 및 근거

- 세부 항목별 산출내역을 명확히 제시

※ 가격부문은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별첨2]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일반부문
o 제안사 경영 및 재무상태

o 조직구성

o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실적

10

기술부문

o 사업수행 방안

-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

내용

o 조직운영 방안

-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운영 및 관리 방안

- KTOA와의 협조 방안

o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보유기술 및 유사분야 경험포함)

o 정보시스템 유지운영 방안

o 정보통신 설비 유지운영 방안

o 추가제안(제안사 선택 사항)

- 시스템 안정화 방안

50

관리부문

o 추진일정

o 사업관리방안, 품질관리 방안

o 수행조직(협력업체 포함) 및 업무분장

o 본사업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보고체계 및 방법, 의사소

통 방법 등 종합적인 계획

10

지원부문

o 비상연락망 구성 및 협력방안

o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부문

o 업체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추가제안 내

용에 포함하고, 제안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첨부

o 장애시 조치방안

10

가격부문 o 제안된 기술수준에 적합한 제안가격 20

합  계 100



[별첨3]

제안서 작성관련 양식

△ 첨부 1. 제안업체 일반현황 

△ 첨부 2. 관련 분야 사업실적(사업 수행 실적)

△ 첨부 3. 유사 분야 사업실적(사업 건별 내역)

△ 첨부 4. 사업수행 조직도

△ 첨부 5. 참여인력 이력사항

△ 첨부 6. 입찰 참가 신청서

△ 첨부 7. 입찰서

△ 첨부 8. 가격산출내역서



[첨부1]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법   인    명 대표자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년 월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 재무사항 

(단위 : 천원, %)

구    분 전 전 기( 20  년 ) 전    기( 20  년 ) 당    기( 20  년 )

총 자 산

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

자 본 금

매 출 액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차 입 금

(부채비율)

유동비율

□ 인원현황( 고급, 중급. 초급 인력현황 포함)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첨부2]

관련분야 사업실적(최근3년 사업 수행 실적)

□ 제안업체명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요적용기술 비 고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

협력사등)

개발범위 및

주요적용기술
비 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4.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5.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6.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원, 계약서사본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3]

유사 분야 사업실적(최근3년 사업 건별 내역)

사업명

발주자

사업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첨부4]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첨부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몇  개월

(초급, 중급, 고급)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첨부6]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입찰가격의 5%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 연합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연합회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연합회에서 정한 용역자료, 제안요청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201 .   .   .

                                             신청인                 (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회장 귀하



[첨부7]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KTOA 제201 - 호 입찰일자 201 년  월   일

건    명

금    액
(VAT별도)

금                    원정(￦                    )

사업기간 2018. 1. 1. ~ 2019. 12. 31. (2년)

입

찰

자

상호또는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입찰에 있어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연합회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서, 계약일반

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기한 내에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1 . . .

입 찰 자                 (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회장 귀하

※ 상세내용은 [첨부8] 가격산출내역서 참조



[첨부8]

가격산출내역서

항목 세부내역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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