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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kt m&s 상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플랫폼 기반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업센터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사업 내용
- 사 업 명 : “kt m&s 상담시스템 재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안정화 1개월 포함)
- 주요 과업
ㅇ 기존 영업센터의 운영체계 분석을 통해 솔루션화 되어 있는 시스템을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 하여 최적화된 시스템 구축
ㅇ 시나리오 구성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나리오 제너레이터 서비스 도입
ㅇ 시스템 간 최적화된 연계 구성을 위한 상담정보 시스템 구축
- 사용자 수 : 상담석 200석 기준

3. 추진 방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선정기준 : 기술/가격 종합 평가 후 최고득점 업체 선정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기본사항
-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 구축일정, 구축비용, 인력운영
등을 제안하고 본 사업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주 계약자로서 일괄계약 함
- 제안사는 당사의 시스템 구축 범위 및 요건,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스템
도입/구축 방안을 항목별로 제시
- 제안할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생산업체의 정식제품이어야 하고, 납품 수량에 적합한
정식 라이센스를 제공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입 장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해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납품 제품은 신뢰성 있는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해 국내에 유지보수를 위한 자체
조직이 있는 제품으로 제안
- 각 항목별 신규 설치, 교체 설치, Migration 및 당 사업에 필요한 모든 소요비용을
기재하고 구분이 없을 시에는 무상으로 간주 함
-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납품된 제품의 추가 구입시 공급 단가와 동일 혹은 이하
금액에 구매 가능하여야 함(해당 물품 단종 시 동급 혹은 상위 기종으로 납품)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무효화 할 수 있음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제안요청서 이외에 추가 제안 가능

가. 유지보수 요건
- 제안사는 검수 후 3년내 제안된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가 불가할 경우(제조사/공급사
파산, EOL/EOS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 (H/W 나 S/W 가 도입되는 경우)
- 제안사의 무상유지보수, 기술지원관련체계 및 인력을 제시하며, 사업개시 이후
유지보수 및 안정화 방안 제시
- 납품 품목 전체에 대해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요청 시 기술지원(점검 포함) 및
장애지원을 성실히 수행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무상 유지보수기간 중 동일 품목에 대해 월 2회 이상 동일 장애가 발생할 경우
동급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 문제가 없도록 함
- 검수 완료일 익월 1일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무상유지보수를 지원해야 함
(예시) 검수완료일 : 2021.12.20, 유상유지보수 시작일 : 2022.01.01
- 하드웨어 : 3년 무상유지보수 이상 (H/W 가 도입되는 경우)
- 소프트웨어 : 최소 1년 이상 무상유지보수를 제공,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제품 업그레이드는 모두 무상 지원함 (S/W 가 도입되는 경우)
- 모든 기술 지원 서비스는 365*24 지원되어야 함
- 제안 분야별 유지보수 요율 및 라이선스 사용 기간을 정확히 명시
- 개발 부분과 제안 제품별(H/W, SW)로 구분하여, 사업 완료 후 5년간 연도별 유지보수
요율을 반드시 제안서상에 제시하여야 함
(예시) 1년: 무상, 2년: 10%, 3년: 10%, 4년: 9%, 5년: 8%

나. 수행 조직 및 추진 일정 계획
- 프로젝트 수행조직, 역할, 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는 주 사업자의 주도적 참여와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직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계획 및 이력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스템 개발 일정, 작업/인력 계획 제시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아이디어, 해당 어플리케이션/용역의 공급, 설치,
인력계획, 테스트, 교육, 기술 지원 등 을 제시

다. 기술 이전 요건
- 제안사는 사업수행 및 그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도입제품 설치 테스트 계획, 연계 시스템에 대한 시험 운영 실시 및 업무 가동 후
안정화 방안, 기술 이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도입 제품의 시스템 가동,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관련 부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라. 현 운영 장비 처분 요건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완료 후 현재 운영 중인 장비의 매각 등 처분 방안에 대해 검토
후 매각 가능 금액 / 처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현 황

가. 운영 현황
- 콜센터 위치 : 과천 KT 스마트 타워 9층, 12층
- 상담 인력 : 150명
- 상담 좌석 : 200석
- 운영 시간 : 09:00 ~ 18:00 (일, 공휴일 휴무)

나. 시스템 현황
■ 장비 현황
구

분

수량

규 격/ 품 명

교환기

1

SCMv2 DID/DOD 18E1(360채널)

IVR 서버

3

NEO-IVR

녹취 서버

2

NEO-IRMS

AP 서버

1

고객만족 시스템

상담사 전화기

150

ITP-5121 / SMT-i2205

CTI 서버

1

SAMSUNG SCplus 7.7

FAX 서버

1

Icom FAX 5.0

Soft Phone

150

Neo Phone

상담원 PC

150

삼성전자

헤드셋

150

다산

- H/W는 제안사의 구축 방안에 맞춰 수량/서버 Spec을 정하여 제시
- kt 그룹 통합구매 모델인 HP 또는 DELL 서버로 제한하며, kt 표준 단가 적용

■ 구 성 도

3. 제안기술 규격
가. 일반사항
- 당사가 제시하는 최소수준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향후 증가분을 고려하여 추가
S/W 및 H/W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안하여야 함
- 제품이 요구기능 및 성능에 부합하지 못 할 경우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즉시 무상
교체하여야 하며, 주요기능과 사양 및 수량이 특정 제품에 종속되어 납품이 어려울
경우 대체방안 제시 가능 (H/W 나 S/W 가 도입되는 경우)
- 제안요청서에 요구사항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고, 제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
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성에 필요하거나 필수적인 항목(H/W, S/W, 라이센스 등)의
누락 시 해당 항목을 제안사가 무상 지원하여야 함
- 제안 제품은 당사에서 기존에 사용 중인 어플리케이션과 업무/운영의 연속성 및
호환성을 제안사가 보증하여야하며, 당사의 요구사항에 맞게 필요시 커스트마이징을
지원하여야 함
- 타 상용제품/프리웨어 제안시 안정성, 기술지원, 유지보수 방안들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장애 발생시 관련 책임은 모두 해당 제안사에 있음

나. 요구 사항
- 어플리케이션 개발방식은 성능, 향후 확장성,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제안사에서 준비하되 필요한 사항은 항목별로 소요
비용을 가격 견적서에 기재
- Multi OS, Cross Browising 지원 (Non-ActiveX 버전)
- 개발 범위
구 분

항 목
교환기(PBX)
호처리 서버

내

용

호 처리를 위한 콜 서버 구축
- 당사 상담 규모에 맞는 적정한 서버 Spec 제안
음성 서비스를 위한 미디어 게이트웨이 및 관련 장비

교환기(PBX)
시스템

Media GW

장비

- Gateway 는 콜센터용 IP-PBX 와 연동이 가능해야 한다.
- TTA 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10/100/1000BASE-T(X)를 지원해야한다.
- 콜센터에 필요한 부가장비를 표준 IP 또는 SOP 로 연동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 당사 시스템 랙(표준랙 Size)에 장착 가능해야 한다.

CTI 서버
IVR 서버

호 분배 처리를 위한 서버
- 당사 상담 규모에 맞는 적정한 서버 Spec 제안
음성 안내 서비스를 위한 서버
- 당사 상담 규모에 맞는 적정한 서버 Spec 제안

음성 서비스를 위한 교환기 구축
- 교환기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뢰성, 확장성 및 다양한 부가 기능 구현에 중점
을 둔 IP네트워크 기반의 교환 시스템 제공
교환기 구축

- IP-PBX는 호를 처리하는 호처리 서버와 호를 연결하는 미디어 게이트웨이로 구
성되며, 주 교환기와 연결을 위한 PRI 제공
- IVR, 녹취 시스템 등과 연계를 위한 IP 및 SIP를 수용
- 주요 장비는 이중화구성이 원칙이며 완벽한 Fail-over 기능이 지원되도록 구성되
어야 한다.
콜센터 교환기의 호처리 기능
1. 호처리 서버의 메인 프로세스 및 전원부 호처리 관련 구성품은 이중화 구조를
지원해야 하며 콜 서버간 Active-Active 또는 Active-Standby 방식 제공
2. 국정원에서 권고하는 인터넷전화 구축 지침 및 보안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향후 보안/암호화 규격 변경 시 대상 장비의 하드웨어의 변경없이 업그레이드
제공 (TTA V4 이상 인증 제품)
3. 보안문제로 인한 국가기관의 요구 시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요구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탑재 가능

교환기 호처리

4. 표준 통신 프로토콜(CSTA) 통해 외부 어플리케이션이 CTI 연동을 기능 제공

서버

5. 기존 PBX에서 사용 중인 전화 송신, 수신, 통화중 대기, 돌려주기, 전화 전달,
당겨 받기 등의 기능을 완벽하게 제공
6. IP 전화기들에 대한 등록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IP 전화기의 상태를

기능

실시간으로 확인 기능 제공

요구

7. 음성 게이트웨이 및 IP 전화기의 시그널링 처리에 있어 다양한 프로토콜을

사항

이용하여 시그널링을 처리기능 제공
8. 향후 재택근무를 위하여 소프트폰 기능 제공
9. 교환기 및 IP 전화기 암호화관련 기기인증서 발급 및 제공
10. 교환기 및 IP 전화기 제조사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공
교환기의 다양한 미디어 수용을 위한 기능
1. 통화로 방식은 TDM-PCM, IP 방식을 혼용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 통화로는 장애 발생 시 타 모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되는 구조로 구성
3. 호처리 서버와 통신하는 미디어 게이트웨이의 신호처리 부는 이중화 구조를
지원하여 신호처리부의 장애 발생 시 대기 중인 신호처리 부로 즉시 절체되어
운용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전원 장애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새시에 삽입되는 각종 모듈들은 독립적으로
교환기
Media GW

전원을 공급 받을수 있는 On B`d Power Supply구조이어야 한다
5. 미디어 게이트웨이의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IP 전화기 수용 시는 별도의 하드웨
어 가입자 B`d가 필요하지 않는 구조를 지원해야 한다.
6. 미디어 게이트웨이의 슬롯에는 음성 및 데이터 등 기타 모든 방식의 카드를 수
용할 수 있어야 한다. (Universal Slot) 특히 VoIP 관련 카드는 IP 가입자 카드가 형
태가 아닌 트렁크 형태를 제공하여 필요이상의 카드 증가가 없어야 한다.
7. 운용 중 전원을 끄지않고 가입자 B'd의 삽입이나 탈장이 가능하도록 Hot swap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8. 기존 TDM방식의 교환기와 키폰간의 연동을 위하여 아날로그 국선
또는 전용선 방식 (2W E&M, B/W, T/D, R/D)을 지원해야 한다.

9. 게이트웨이는 Analog, E1/PRI, E1/R2등 다양한 표준 전화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10.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내선 및 국선 번호체계 및 접속 정책(외부 액세스 방식
및 휴대전화망 접속 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SNMP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하며, Telnet, CLI, Web등을 통한 다양한 관리가 가
능하여야 한다.
12. 내선, 전용선(TIE), 국선, VoIP 회선 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각종 회선카드
종류에 구애됨 없이 Hot Swap 방식으로 자유롭게 통합 실장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콜센터 상담용 전화기/헤드셋
1. LCD 디스플레이 화면 제공.
2. 제공되는 IP 전화기는 한글 디스플레이 제공
3. 다양한 코덱을 지원(G.711, G.729a/b, G.722)
4. 220V AC 개별 전원(Local) 및 802.3af 방식의 집중 Power가 선택적으로 제공
5. 행정안전부의 표준 암호화 프로토콜인 TLS, sRTP 기반의 AES, ARIA를 제공
IP 전화기/헤드셋

6. 패널창을 통해 CID, 발신자이름(한글), 날짜, 시간, 라인 상태, 메시지상태, 자기번
호, 단축다이얼 등이 한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지원
7. 국가정보원 인터넷전화 도입운용 가이드라인 준용
8. IP Phone과 헤드셋은 완벽한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9. 헤드셋 증폭기는 별도의 베터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관리자헤드셋 증폭기는 PC와 연결하여 녹취 청취시 헤드셋 증폭기를 통하여
청취 기능이 가능해야 한다.
영업센터 상담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CTI 구축
1. In-Bound Call과 Out-Bound Call을 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Call Blending) 제공
2. Call과 Data 동기화를 통해 상담사에게 호 연결과 동시에 고객 정보를 상담사
PC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 제공(Screen Pop-up)
3. IVR 회선, 아웃바운드 회선, 상담사 회선, 이중화 등 CTI에 등록된 회선 및 이중
화 모니터링 기능 제공
4. 업무별, 팀별 보안유지를 위하여 세분화된 권한 부여할 수 있어야 하고, 관리자
가 직접 간편하게 권한설정 기능 제공

CTI 구축

5. CTI 미들웨어와 연동되는 IP교환기 및 각 근무자 Application에 대한 통제기능을
완벽하게 제공 하여야 한다.
6. 안정성을 위하여 IP-PBX Upgrade시에도 변경 없이 사용 가능 하여야 한다.
7. 다양한 라우팅 전략(오버플로우,SKILL 라우팅, VIP라우팅, 그룹라우팅 등)을
구현 할 수 있어야 한다.
8. 상담원이 어떤 좌석에서든 자신의 ID로 로그인하여 상담 가능하여야 한다.
9. 멀티 로그인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10. 처리 시간 과다 등으로 포기호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기능을 제공해야함
11. CTI의 DBMS는 Maria DB를 지원해야 한다.
CTI 안정성 및 보안 기능

CTI 세부기능

1. 이중화 구성시 CTI 솔루션 내의 자체 이중화 기능을 사용하여 1 초 이내에
서비스 제공
2. CTI 서버 장애 발생 시 재로그인 없이 기존 상담 상태는 유지되어 업무의

연속성 보장
3. CTI 는 주변 시스템(교환기, IVR 등)간의 모든 이벤트에 대한 로그를 저장하여야
하며, 분석용 로그 제공
4 제공되는 모든 통계자료는 User 가 원하는 File(Excel, TXT 등)로 변환 및 응용이
가능해야 한다.
5 인입호의 상담원 최적분배 기능(Intelligent Routing)을 제공하고 다양한 라우팅
정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라우팅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수정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CTI 미들웨어 솔루션은 상담센터의 핵심장비인 IP 교환기와의 완벽한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IP-PBX 장비와 동일제조사).
8. CTI 미들웨어 솔루션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상담원 그룹에 대하여 콜 배분이
유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9.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위한 표준 API 가 제공되어야 한다.
10.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큐 대기호 수, 서비스 레벨, 평균
통화시간, 평균 대기시간 등)
IN/Outbound 업무 수행 시 해당 민원인의 정보가 콜 연결과 동시에 상담원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1. 업무별, 팀별 보안유지를 위하여 세분화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고,
관리자가 직접 간편하게 권한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2. CTI 를 통하여 근무자의 상태변경(로그인, 로그아웃, 휴식 등)이 가능해야 한다.
13. 다양한 통계처리 및 자료출력(보고서 기능)이 가능해야 한다.(상담원, 그룹별,
업무별, 월별, 일별 등)
1. 다양한 통신 방식 제공 (Analog, Digital, IP, TCP, UDP, HTTP 등)
2. 이중화 또는 다중화 기능 제공
3. 기존 IVR License 를 재활용 가능한 방안 제안
4. 다국어 지원하는 TTS(Text To Speech) 제품 제공 및 연동 가능
5. 각 서비스별로 발신번호, 콜백 번호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IVR 구축

6. 등록된 시나리오 멘트 확인 및 시나리오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7. 시나리오 변경 시 컴파일, 코딩과 같은 작업 없이 실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여러 대의 서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선택 또는 전체를 한번 에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8. 탄력적인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직접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휴일 및 근무시간 관리를 시나리오에서 변경 기능 제공
2. 시나리오 변경 시 장비별, 채널별 시나리오 적용이 실시간 적용이 가능
3. 특정 관리자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리자 등록 및 로그인/로그 아웃 기능 제공
4. 날짜별/장비별/서비스별 다양한 통계 Excel 변환 기능 제공

IVR 세부기능

5. 각 서비스별로 발신번호, 콜백 번호 저장이 가능해야 한다.
6. 콜백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며, 상담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 IVR 메뉴 사용 빈도 추적 관리 가능하여야 한다.
8. IP PBX 인터페이스 : IVR 방식 (IP 또는 SIP 연동 가능해야 함)

인터

인터페이스 식별

1. 구축 업체는 예상되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확인하고 목록화해야 한다.

페이스

및 목록화

2.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과 시스템 상세설계 과정에서 인터페이스 변경이나
추가사항 발생 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외부 시스템
연계
데이터 이행

1. 시스템간의 정보교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처리 방안과 장애 시 데이터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실시간 데이터의 흐름, 메시지 전송 로그를 관리하여야 한다.
현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 전환 계획과 이행 데이터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
방안 제시
1. 콜센터 시스템에 대하여 다음의 테스트를 실시한다.

테스트

시험 운영 및

- 단위테스트 : 개별 프로그램 및 단위 모듈에 대한 단위기능과 정합성 검증

현장 테스트

- 연동테스트 : 시스템 內 관련 프로그램 간 프로세스 검증
- 통합테스트 : 관련 시스템 간 프로세스 검증

데이터 클린징
데이터 검증

시스템
성능

사용자 접속
조회 속도

데이터 클린징을 위한 세부 수행방안 제시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 데이터 방지 계획 제시
전체 사용자 150 명 기준으로 동시 접속 및 회선 IN/OUT 처리시 시스템 성능
저하가 발생되지 않아야 함.
사용자의 트랜잭션 처리가 3 초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단, 대량 데이터의 조회(6 개월 이상)나, 음성파일이 첨부된 경우는 예외 될 수 있음

계정 /

신규 입사자(인사 data 연동)에 대한 계정 자동 생성

조직도관리

인사시스템으로부터 연동된 조직 정보 등록 및 관리
사용자가 직접 패스워드 초기화 / 변경 / 등록 가능

사용자

패스워드 단방향 암호화 적용

관리
암호 관리

패스워드 변경 주기(3 개월) 관리 및 알림
패스워드 입력 시도 제한 설정
패스워드 등록/변경시 복잡도, 이전 패스워드와 유사성 등 체크
1. 계약상대자는 KT M&S 의 보안 점검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대한

보안

보안 일반사항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KT M&S 의 보안준수사항 및 위반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함
서버 및 하드웨어 부품 공급의 안정성 보장

품질 요구사항

1. 하드웨어에서 장애 또는 고장이 발생한 부품은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하고 교체
가능하여야 함.
2. 안정적으로 부품을 수급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여야 함.
1. 장비/서버 납품 시 고려사항

품질

- 서비스 종료 시점(EOS)을 고려(최소 5 년이상) 하여, 사업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HW, SW
납품 고려사항

않는 수준에서 운영서버와 호환되는 최신모델, SW 제품을 납품해야함
- KT M&S 에서는 기기시험 결과에 따른 성능수준 및 사업완료 전 제품
판매종료(EOS) 발표여부에 따라 납품된 시스템/장비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엔진/채널 라이선스는 영구 라이선스 형태로 납품해야 함
2. 전기, 통신, 보안 등 발주사 관련 부서에서 제시하는 요건 이행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 작성안내
가.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제안 요구 사항을 근거로 하여 아래 제시된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필요에 의해 추가/수정/삭제가 가능하나 제안 요구 사항의 항목이 누락되지 않게
작성
- 제안서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A4기준 가로출력으로 제출
- 사용된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나. 제안서 작성내용
구 분

내

용

비고

가. 연혁, 조직 및 인원 구성현황(총직원/기술인력 수 등)
나. 재무 구조 (최근 3년 내 재무제표 및 신용등급표)
Ⅰ. 제안사 소개

다. 최근 3년 내 프로젝트 수행 실적 및
진행 내역(프로젝트명, 공급기관명, 규모 및 기간 등)
* 구축 범위(재 구축 or 부분 고도화 or 채용 등) 기재
가. 제안 배경 및 목적

Ⅱ. 제안 서비스 개요

나. 제안 범위
다. 제안시스템 특.장점
라. 도입 시 기대효과
가. 업무구성도
- 업무분류 및 세부 수행업무
- 업무Module별 상세 기능설명

Ⅲ. 제안시스템 내역

- (대외)연계기관 및 수행업무(해당되는 경우)
나. 시스템 구성도
- H/W 및 S/W구성 및 목록
- 연계시스템 Interface

Ⅳ. 장애대책, 복구 방안

가. 장애대책 및 복구방안

및 Backup 방안

나. Backup방안

Ⅴ. 프로젝트 수행 조직도
시스템 구축방안

Ⅵ. 프로젝트 관리방안

가. 구축절차 및 상세 활동내역 설명
나. Data구축방안,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다. 개인정보보보호 및 보안방안 설명
가. 프로젝트 수행조직

참여인력

나. 프로젝트 투입인력(등급, 수행업무, 투입기간 등

경력사항

을 제안업체와 협력업체 구분하여 작성)

첨부

구 분

내

용

비고

다. 프로젝트 추진 일정
라. 품질보증방안(단계별 산출물 종류 및 산출시기 포함)
마. 위험관리
바. 교육훈련 계획
Ⅵ. 유지보수 방안

가. 유지보수 조직 현황(조직구성 및 업무별 인원구성)
나. 유지보수 계약 시 제공 Service
Source Code(Customizing 포함) 제공 여부,

Ⅶ. 기타

미제공시에는 제공 불가 사유, 공급업체 및
제안사에서 기술지원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한
장애대책 및 책임범위 등을 명시

※ 참여인력 경력사항 : 별첨서식1 참조 또는 제안회사 양식으로 사용 가능함

다. 입찰금액 작성방법
- 입찰금액은 견적서로 작성하되 제안서와 별도로 당사 홈페이지 입찰 공고에 제출
- 견적서의 모든 가격 사항은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으로 기재, 비과세 대상 부분이
있는 경우 비과세 별도의 표기를 하여 명확히 작성, 총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기재
- 입찰 시 제시한 단가의 합계와 총액 합계가 상이할 경우, 해당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최종 입찰금액으로 함
- 견적서는 주요 각 부분별 구분하여 요약 본 과 세부 항목별 단가와 수량을 명시한
상세본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가격 산출 근거 첨부)
- 필요 시 각 도입 품목에 대한 상세 견적서에 공급가에 유지보수 비용을 같이 기재
- 소프트웨어의 경우 라이센스 정책(예: 서버, 서비스, 연간 사용료 등)을 반드시
명시(H/W 나 S/W 가 도입되는 경우)
- 모든 지원사항에 대한 소요비용을 기재하고 구분이 없을 시에는 무상으로 간주 함
- 가격 제안 후 누락된 항목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제안업체가 부담

2. 제안서 제출
- 일시 : 2021년 11월 10일(수) 15시까지
- 제출 방법
1) 당사 홈페이지(http://www.ktmns.com) 내 입찰공고 내 ‘입찰참여’
* 홈 > 홍보센터 > 입찰참여 > 입찰공고
2) 마감시간외 제출은 허용하지 않음
- 제출 서류

1) 제안서 (1부)
ㅇ 업체 자유 양식으로 작성
2) 견적서 (1부)
ㅇ 개발용역 견적서 : 투입인력, 등급,M/M, 용역비용 등 항목으로 상세 작성
ㅇ H/W, 시스템S/W 견적서 : 세부 항목별로 금액 작성
ㅇ 유지보수 견적서 : 세부 항목별 금액 작성
3) 비밀 유지 협약서 (1부) (별지서식 2)
- 제안설명회 실시
ㅇ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3. 기타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함.
- 필요 시 제안사에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 제출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나. 보안유지
- 제안요청서 전체 또는 일부는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 선정된 업체는 당사의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본 제안을 위해 취득한 당사의 모든 정보는 당사의 서면 동의를 취득하지 않고는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제안서 제출은 당사의 보안 요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위반 시 당사의 적법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제안에 참여한 제안사들이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비밀을 유지한다.

다.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IT보안팀 윤영철 과장
- 전 화 : 010-7320-3631
- E-Mail : yun0fe@ktmns.com

Ⅳ. 제안 평가
1. 평가목적
- 당 사업을 위해 업체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분야별로 적합성, 타당성, 명확성과
논리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적의 제안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음

2.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수행을 위해 평가위원을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제안설명 등을 종합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 협상대상자 선정
ㅇ 협상대상자는 제안평가 및 기술평가를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 평가 기준 및 항목은 당사 내부 기준에 따라 진행함. 기준 및 결과는 비 공개

- 협상절차
ㅇ 종합평가결과 우수한 제안사를 선정하여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합니다.
ㅇ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ㅇ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ㅇ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합니다.
- 사업자 선정결과
ㅇ 선정업체는 당사 홈페이지 입찰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3. 최종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금지
- 귀사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향후 구축업체 선정에 대한 당사의 최종결정에
제안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만약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 제안 설명회
- 설명회 참가 여부는 유선으로 별도 통보하고 추후 본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를 실시
- 제안설명회 발표자료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별도 준비하여 제안설명회시 제공하고,
발표시간은 업체당 40분 내외로 함(제안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20분 내외)
- 제안설명회에 필요한 장비 등 환경구성은 제안업체가 준비하여 설치하며 설명회
장소, 빔프로젝터, 스크린은 당사에서 제공

5. 평가 기본방침
- 당사의 제안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항목 등 소정의 절차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세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Ⅴ.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기술인력 조직과 기술인력 현황, 실적을 사례 중심으로 기술 할 것
- 제안 내용은 당사의 제안 요구를 기초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기술 할 것
- 제출된 제안서의 추가 제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안은 기한 내 접수한
것으로 간주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당사의 고유 권한으로 평가 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당사의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업체는 제안과 관련하여 특허/저작권 및 노동관련 제반 법규 등의 위반 혹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제안 하여야 하며, 위반 혹은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귀속 됨
- 제안서 작성 시 이용된 각종 자료 및 문헌과 기술 자료 등은 근거 자료의 출처를
명기해야 함
- 당사는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심의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Reference Site 또는 실적업체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에 있어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당사가 공식적인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 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또는 취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당사가 요구한 기재 항목 누락 시 제안 서류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
-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안서 요청내용 중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당사의 해석이 우선 함
- 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함.
- 제안 업체는 입찰유의서, 윤리실천특별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별지서식 1】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학 력

소 속

직 책

대학교

전공

본 사업참여임무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생년월일
년

개월

년

개월

경 력
기술등급

총 경력

주요개발 환경
사 업 명

※UI, 웹서버, 플랫폼, 미들웨어, 서버DB 등
참여기간

담당업무

(년월~년월)

(역할)

발주처

비고

【별지서식 2】 기밀유지 확인서

제안요청문서 수령 및 기밀유지 확인서

1. 제안요청문서 수령
- 『kt m&s 상담시스템 재 구축』 제안 요청 문서 수령을 확인합니다.

2. 기밀유지 확인서
- 금번 제안과 관련한 모든 정보사항 및 제안요청 내용을 kt m&s의 허락없이 제3 자등의
외부유출을 금하며, 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모든 귀책사유는 제안서 수령업체 책임
임을 확인합니다.

년
업 체 명 :
확 인 자 :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