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고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2017.12.26. 기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6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45점 이상 
75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0점 이상
20점 이하

품질관리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5점

신인도
(-1.75~+1.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선택 
평가항목
(40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5점 이하

납품기일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10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5점 이하

정책지원 정책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정책 지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정책지원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창업기업, G-PASS기업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0.7

여성기업 배점 x 0.6

해당없음 배점 × 0.4

※ 각 평가항목의 평가방법은 종합평가방식의 각 항목별 평가방법과 동일하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1.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표준평가방식Ⅰ>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Ⅰ)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5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

신인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Ⅱ>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Ⅱ)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75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5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

신인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Ⅲ>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Ⅲ)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

정책지원 정책지원 대상 기업 여부 5

신인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Ⅳ>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Ⅳ)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

선호도 자체선호도 조사 5

신인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2.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표준평가방식Ⅰ>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Ⅰ)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5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5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

신인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Ⅱ>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Ⅱ)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5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

신인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Ⅲ>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Ⅲ)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5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

정책지원 정책지원 대상 기업 여부 5

신인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Ⅳ>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Ⅳ)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5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

선호도 자체선호도 조사 5

신인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