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1.1   현   장   명   :   서울용산국제학교     
   1.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85   
   1.3   구   입   명   :   2021   Cisco   Meraki   3년   License   구매   
   1.4   구입내용   
      1.4.1   :   구입모델   :   Cisco   Meraki   License   3년   
      1.4.2   :   구입수량   :   1   Set     
   1.5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   
  

  2.   입찰   참가자격   
   2.1   공고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Cisco   Gold   파트너사로   한정   한다.  
   2.2   입찰   공고일   기준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   조달청   발급   
         회사채   신용등급평가서   기준   B등급   이상이고   공고일   기준   법정   관리   또는   워크아웃   
         대상(또는   해당절차   진행중)이   아닌   업체   
   2.3   제조사가   직접   발급한   공급자   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2.4   최근   3년   간   납품실적   10건   이상,   합계가   3억   이상인   업체(1건당   3000만원   이상만   납품실적   
         인정   및   세금계산서   대체가능)   
   2.5   위   자격을   모두   갖추고   현장설명을   참가하며   소정의   등록   서류를   제출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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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장설명,   입찰등록,   입찰일시   
  4.1   입찰   공고일   :   2021년   2월   5일(금)   
  4.2   현장설명일시   :   2021년   2월   16일(화)   10:00     
  4.3   입찰등록일시   :   2021년   2월   26일(금)   16:00-16:30   
  4.4   낙찰결정일시   :   2021년   3월   3일(수)   17:00   (개별통보)   
  4.5   장소   :   서울용산국제학교   (409호)   
  4.6   인원   :   1개사   1명   한도로   한다.     
  4.7   현장설명시   제출서류   
    4.7.1   대표이사   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4.7.2   본인신분증     
    4.7.3   인장(서명으로   대체가능)   
    4.7.4   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입찰등록서류     
  5.1   입찰   참가   신청서   (당사   소정   양식)   1부   
  5.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3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5.4   납품   실적   증명서   1부   
  5.5   부채비율   회사채   신용등급평가서   사본(한국기업평가,   나이스디앤비   등   조달청   등록기관   발급)   
  5.6   사본서류는   원본대조필   표시   및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5.7   청렴   이행   서약서   및    각서(소정양식)   
  5.8   입찰   참가자   신분증   
  5.9   입찰   이행   보증금   보험증권   
  5.10   입찰서,   내역서   각   1부(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   
  5.11   제조사가   직접   발급한   공급자   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6.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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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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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입찰등록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서로   담합하여   입찰에   참여한자,   입찰   참가   및   입찰   등을   방해한자   
        등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6.4   현장설명   미   참여   업체는   입찰참여를   할   수   없다.   
  6.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서울용산국제학교)   담당자에게   문의   
        서울용산국제학교   컴퓨터   및   정보관리   담당   02-797-5104   (Ext.   29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서   울   용   산   국   제   학   교     



  
구입모델   세부사양   

  
  

No   Product   No.   Description   Qty   

Meraki         

1   LIC-MS120-8-3YR   

Switch   ports   :   8   ×   1G   ports,   2   ×   1G   SFP   uplinks   

Cloud   management   :   Email   alerts   for   switch   management   Remote   troubleshooting   tools   

Manage   ports   from   a   GUI-based   dashboard   Zero-touch   provisioning   Per-port   and   

per-client   usage   statistics   Secure,   user-scheduled   firmware   updates   3   

2   LIC-MS120-24P-3YR   

Switch   ports   :   24   ×   1G   port   models,   4   ×   1G   SFP   uplink   

Cloud   management   :   Email   alerts   for   switch   management   Remote   troubleshooting   tools   

Manage   ports   from   a   GUI-based   dashboard   Zero-touch   provisioning   Per-port   and   

per-client   usage   statistics   Secure,   user-scheduled   firmware   updates   2   

3   LIC-MS210-24-3YR   

Switch   ports/stacking   ports   :   24   ×   1G   port   models,   4   ×   1Gb   SFP   uplinks   

Stacking   capable   with   MS225,   Stack   up   to   8   units,   80   Gbps   of   physical   stacking   

Cloud   management   :   Email   alerts   for   switch   management   Remote   troubleshooting   tools   

Manage   ports   from   a   GUI-based   dashboard   Zero-touch   provisioning   Per-port   and   

per-client   usage   statistics   Secure,   user-scheduled   firmware   updates   1   

4   LIC-MS220-24P-3YR   

Switch   ports   :   24   ×   1G   port   models,   4   ×   1G   SFP   uplink,   PoE   370W,   UP   to   30W   per   port   

Cloud   management   :   Email   alerts   for   switch   management   Remote   troubleshooting   tools   

Manage   ports   from   a   GUI-based   dashboard   Zero-touch   provisioning   Per-port   and   

per-client   usage   statistics   Secure,   user-scheduled   firmware   updates   9   

5   LIC-MS220-48-3YR   

Switch   ports   :   48   ×   1G   port   models,   4   ×   1G   SFP   uplink   

Cloud   management   :   Email   alerts   for   switch   management   Remote   troubleshooting   tools   

Manage   ports   from   a   GUI-based   dashboard   Zero-touch   provisioning   Per-port   and   

per-client   usage   statistics   Secure,   user-scheduled   firmware   updates   2   

6   LIC-MS220-48FP-3YR   

Switch   ports   :   24   ×   1G   port   models,   4   ×   1G   SFP   uplink,   PoE   740W,   UP   to   30W   per   port   

Cloud   management   :   Email   alerts   for   switch   management   Remote   troubleshooting   tools   

Manage   ports   from   a   GUI-based   dashboard   Zero-touch   provisioning   Per-port   and   

per-client   usage   statistics   Secure,   user-scheduled   firmware   updates   1   

7   LIC-MS420-48-3YR   

Switch   ports   :   48x   10GbE   SFP+/SFP   

Cloud   management   :   Email   alerts   for   switch   management   Remote   troubleshooting   tools   

Manage   ports   from   a   GUI-based   dashboard   Zero-touch   provisioning   Per-port   and   

per-client   usage   statistics   Secure,   user-scheduled   firmware   updates   1   

8   LIC-MX450-SEC-3YR   

Hardware   :   10G   SFP+   WAN   interfaces   for   high-speed   connectivity   

1G/10G   fiber   and   copper   interfaces   for   flexible   LAN   connectivity   

Stateful   firewall   throughput:   6   Gbps,   Redundant   power   supplies   and   fans   

Recommended   maximum   clients:   10,000   

Cloud-based   centralized   management   :   Managed   centrally   over   the   Web   Classifies   applications,   users   and   

devices   Zero-touch,   self-provisioning   deployments   1   
9   LIC-MI-L-3YR   Introducing   Meraki   Insight   1   

10   LIC-ENT-3YR   

Hardware   features   :   3   radios:   2.4   and   5   GHz,   dual-band   WIDS/WIPS   

3-stream   802.11ac   Wave   2   and   802.11n,   up   to   1.9   Gbps   Gigabit   Ethernet   port   

PoE:   Full   functionality   under   802.3at   (compatible   with   802.3af)   AC   adapter   available   

Cloud   management   :   Network-wide   visibility   and   control   Self-provisioning   for   rapid   deployment   

Automatic   reporting   Seamless   firmware   updates   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