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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 개요 

1. 사업명: 신한스퀘어브릿지:서울(명동) 지하 1 층 인테리어공사 

2. 사업기간: 계약일부터~ 2021 년 6 월 30 일까지 

3. 사업개요 

1)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0 길 52 지하 1 층 

2) 공사 규모: 317.86 ㎡ 

3) 공사내용 

  공사범위내 천장공사, 벽체공사, 바닥공사, 전기 및 조명공사, 통신공사, 공조설비공사 

(냉난방 설비:천장형/ 전열교환기: 추가설치), LED DISPLAY 200inch FLAT, 소방설비공사, 

음향설비공사, 가구공사 (사무용가구 및 제작가구), 사이니지공사 등 

※기타 사항: 실내 누수로 인한 곰팡이 냄새 개선, 스텐드형 냉난방기 철거 

 4) 공간구성 

프레젠테이션&네트워크 공간(무대), 회의공간(대, 중, 소), 휴게공간, 라운지, 창고 

 

B. 제안 안내  

1. 추진일정: 입찰공고 참조 

2. 제안서 접수 

1) 접수기간, 장소 및 방법: 공고문 참조 

2) 제출 서류 

-입찰제안신청서 1 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공사업등록증 1 부 

-법인등기부등본 1 부 

-인감증명서 1 부 

-사용인감계 1 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국세, 지방세 납부완료증명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정량적평가서(한 묶음으로 PDF 파일로 변환) 

가) 표지  

나)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이력 (연혁) 

다) 최근 2 년간 사업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가격제안입찰서 각 1 부  

-가격제안서에는 인감 날인 必 

- PT 자료:  기본설계도면 PDF 변환 제출 

 

3. 제안서 평가 

1) 일시: 공고내용 참조 

2) 장소: 별도 공지 

3) 평가방법: PT 발표 심사(업체당 20 분 이내 발표) 

4) 발표순서: 제안서 제출 역순으로 발표 

5) 발표자: 사업자 대표 또는 위임받은자  

(발표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표 장소에는 발표자 포함하여 2인 참여 가능) 

6) 기타사항: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7)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8)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시 제안사가 책임져야함. 

9) 제안서 접수서류는 기한 내에 미 접수 시 접수가 불가함. 

4. 최종점수 산정 기준 

1) 평가 총점: 100 만점 기준 

정성적평가( 60 점), 정량적평가: (40 점) 

2) 산전 합산 점수: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 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제안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한다. 

2) 합산점수가 70 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6. 협상진행 

1) 기술제안서 (설계제안서)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가격협상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3)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기타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등에 대해 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공사비는 산정이 불투명하여 가격 협상이 어려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법인설립허가),  

원가관리협회, 일위대가로 산정한 내역서로 협상할 수 있다. 

4)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7 일 이내로 한다.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가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 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7.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 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C. 제안서 작성 방법 

1. 일반사항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한다. 

2) 도면에는 방위, 축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단위는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길이:mm) 

3)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한요청서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4) 구상된 조감도 및 입면도는 정성적평가서에 삽입한다. 

2. 제안서 작성 방법 

1) 정량적 평가서 

-규격은 A4 용지 (백상지)로 작성한다. 

-표지에 참여자 (업체)명을 표기하고, 한 묶음으로 제출한다. 

2) 정성적평가서   

-표지, 목차를 제외한 모든 면에 쪽 연번을 표시한다. 

-평가서에는 표지, 목차, 평면도, 입면도, 공간계획, 재료계획, 시공계획 (공정계획), 유지관리계획, 

 기타 특이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재한다. 

3) 가격제안 입찰서 작성 

-가격제안입찰서: 제안서 제출시 제출 

-사업비 산출내역서: 

가. 제출시기: 제안서 제출 시 

나. 제출방법: E-MAIL 

다. 사업비 가격산출서는 총괄,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로 구분하여 표기 

라. 공사비 산출금액은 사업비 이내로 작성하며, 세부내역서는 세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입 

마. 기본설계도면, 정성적평가서 PDF 파일 변환하여 제출 (인쇄물 없음) 

 

 

 



D. 제품 SPEC. 

 1. LED DISPLAY (200inch) 

   -LED display Cabinet: 모듈자석타입(Module Size: 320mm*160mm, 128*64dots),  

Cabinet size: 640mm*640mm 

-Reciving card: NOVA 

-VIDEO PROCESSOR: VX6S 

-기타: 무상 A/S 기간(3 년 이상) 

2. 음향장비 

-스피커: TERAaudio FX110(4EA) 

-파워엠프: TERAaudio DM2000 QUAD 

-믹싱콘솔: MAUDIO M12FX (1EA) 

-무선마이크: MAUDIO VM9000 2 체널 (2EA) 

-다이나믹마이크: JTS NX8S (2EA) 

-핀마이크: 벨트백+EM9000(2EA) 

-순차전원기: MAUDO PS6 (1EA) 

-렉케이스: KC11U (1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