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입찰공고
Purchase Bid Announcement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1. Notice
1.1 현 장 명 : 서울용산국제학교
1.1 Site : Yongsan International School of Seoul
1.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85
1.2 Location : 285, Itaewon-ro, Yongsan-gu, Seoul, Republic of Korea
1.3 구 입 명 : 2019 학생용 Apple MacBook 구매
1.3 Title of Purchase : 2019 Apple MacBook for Student Use
1.4 구입내용
1.4 Purchase Detail
1.4.1 : 2019 학생용 Apple MacBook
1.4.1 : 2019 Apple MacBook for Student Use
1.4.2 : 구입수량 : 학생용 170대, 교사용 130대
1.4.2 : Amount : 170 for Student Use and 130 for Teacher Use
1.4.3 : 구입모델 : 세부사양 첨부파일 참고
1.4.3 : Model : Specification attached below
1.5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1.5 Delivery Date : Within 50 days from Contract Date
2. 입찰참가 자격
2. Bid Application Requirements
2.1 공고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소재하고 Apple 공인 기술 자격증 보유
대리점으로 Apple
공인 홈페이지에 등록 되어 있는 업체
2.1 Company located in Seoul, Incheon, Gyeonggi, and Gangwon area and registered on
Apple Authorized Homepage as of the announcement date
2.2 입찰 공고일 기준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 조달청 발급
회사채 신용등급평가서 기준BB 등급 이상이고 공고일 기준 법정 관리 또는 워크아웃
대상(또는 해당절차 진행중)이 아닌 업체
2.2 As a company
- that has not been restricted by the bid qualification
- that has a Grade BB or higher according to the rating of the corporate bond issued by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 that is not a statutory management or workout target (or in the process)

2.3 제조사의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Certification)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계약시 제출)
2.3 Company who can submit the manufacturer's genuine supply and technical support
agreement(Certification) - submission upon contract
2.4 최근 3년 간 납품실적 50건 이상, 합계가 5억 이상인 업체
2.4 Company with more than 50 delivery results over the past three years, totaling more than
500 million
2.5 위 자격을 모두 갖추고 현장설명을 참가하며 소정의 등록 서류를 제출한 업체
2.5 Company who has submitted the prescribed registration documents by participating in the
field explanations with all the above qualifications

3. 입찰 보증금 : 입찰 금액 10% 이상의 금액을 보증보험증권,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제출하며,
낙찰자가 낙찰 통보를 받고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서울용산국제학교) 에 자동으로 귀속한다.
3. Bid Deposit: More than 10% of the bidding amount should be submitted by guarantee
insurance policy, cashier's check or cash. If the bidder does not conclude the
contract within 5 days after receiving the winning bid, the bid deposit shall be
automatically paid to YISS.
4. 현장설명일시, 입찰등록, 입찰일시
4. Date of Site Explanation, Bid Registration, Date of Bid
4.1 물품구매 입찰공고일 : 2019년 5월 7일(화)
4.1 Date of Bid Announcement : May 7, 2019
4.2 현장설명일시 : 2019년 5월 17일(금) 10:00
4.2 Date of Site Explanation : May 17, 2019 10:00
4.3 입찰등록일시 : 2019년 5월 27일(월) 11:00-12:30
4.3 Date of Bid Registration : May 27, 2019 11:00-12:30
4.4 낙찰결정일시 : 2019년 5월 29일(수) 17:00 (개별통보)
4.4 Date of Determining the Bid Winner : May 29, 2019 17:00 (The bid winner will be notified
individually.)
4.5 장소 : 서울용산국제학교 (409호)
4.5 Location : YISS (Room 409)
4.6 인원 : 1개사 1명 한도로 한다.
4.6 Headcount : One per company
4.7 현장설명시 제출서류
4.7 Document Required for Site Explanation
4.7.1 대표이사 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본인신분증, 인장(서명으로 대체가능),사업자
등록증 사본
4.7.1 Representative director or letter of proxy and employment certificate, identification card,

seal (replaceable by signature), copy of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5. 입찰등록서류
5. Document Required for Bid Application
5.1 입찰 참가 신청서 (당사 소정 양식) 1부
5.1 Bidding Application Form (prescribed form) / 1 copy
5.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2 Copy of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 1 copy
5.3 입찰 이행 보증금 보험증권(서류는 반드시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
5.3 Bidding performance deposit insurance policy (Documents must be put in envelope
and sealed)
5.4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5.4 Certificate Registration of Corporation, Seal certificate and Seal of use / 1 copy each
5.5 납품 실적 증명서 1부
5.5 Certificate of Delivery Performance
5.6 2017년 5월 기준, 교육시장 전문 Apple 공인 기술 자격증 보유 대리점 증명 서류
: 애플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을 캡쳐하여 첨부
5.6 As of May 2017, Certificate of Apple Authorized Technology Certified for Education Market
: Capture and attach content registered on Apple website
5.7 부채비율 회사채 신용등급평가서 사본(나이스 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나이스디엔비
등 조달청
등록기관 발급)
5.7 Copy of Corporate Bonds Debt Credit Rating Assessment(Issued by PPS registration
agency such as Nice credit rating information, Korean company evaluation, Nice D&B
or etc.)
5.8 사본서류는 원본대조필 표시 및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5.8 All documents copies must be submitted with original verification and seal of use.
5.9 입찰서, 내역서 각 1부 제출(서류는 반드시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
5.9 Bid Form and Statement / 1 copy each (Documents must be sealed in an envelope and
submitted)
5.10 청렴 이행 서약서 및 각서(소정양식)
5.10 Pledge of commitment to integrity and memorandum (prescribed form)
5.11 입찰 참가자 신분증
5.11 Identification of Bidders

6.기타 사항
6. Miscellaneous
6.1 입찰 시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업체

선정은 당사(서울용산국제학교)의 결정사항으로 응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6.1 The submitted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the bidders. If the submitted documents
are found unjust, the bidding shall become void. Selection of company shall be decided by
this school (YISS), therefore bidders are not allowed to raise any objection to it.
6.2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문의 조건, 현장설명서, 입찰유의서, 견적적용기준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6.2 Bidders shall make sure to be all aware of the conditions of a bid notice, general
instructions to bidder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estimate condition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before making a bid. Bidders shall be responsible for all the problems
caused by failure of being aware of the foregoing.
6.3 입찰등록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서로 담합하여 입찰에 참여한자, 입찰 참가 및 입찰
등을 방해한자
등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6.3 Bidding may be nullified for those who forged or altered the bidding registration documents,
participated in the bidding by collusion with each other, or who interfered with bidding or
bid.
6.4 현장설명 미 참여 업체는 입찰참여를 할 수 없다.
6.4 Participants not participating in the site explanation can not participate in the bid.
6.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서울용산국제학교) 담당자에게 문의
서울용산국제학교 컴퓨터 및 정보관리 담당 02-797-5104 (Ext. 291)
6.5 For further details, please contact the person in charge at Yongsan International School of
Seoul. 02-797-5104 (Ext. 29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We announce as the above.

2019년 5월 7일
May 7, 2019

서울용산국제학교
Yongsan International School of Seoul

Model Specification
Student Use(AppleCare Protection Plan included)

Teacher Use(AppleCare Protection Plan includ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