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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큐입찰정보 (www.bidq.co.kr) 서비스 소개
♣ 낙찰이 가장 잘 되는 비드큐와 함께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 비드큐는 ‘입찰정보’ 분야의 선두주자 입니다.
비드큐는 2,00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10만 업체가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에서는 기술력과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지난 약 20여년간 관급 전자입찰은 물론, 업계
최다의 민간입찰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나라장터 보다 더 많은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비드큐는 고객님의 낙찰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전자입찰 무료상담
비드큐는 처음 입찰을 시작하시는 고객님들은 물론, 입찰규정 및 적격심사 등 입찰관련 무
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입찰/낙찰정보의 실시간제공
비드큐에서는 나의 지역과 면허 및 업종에 맞는 입찰/낙찰정보의 설정이 가능하여, 손쉽게
필요한 공고만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보다 많은 입찰정보의 제공
시설공사/용역/물품구매를 포함한 관급 전자입찰은 물론, 민간입찰을 연간 10만건 이상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체계적인 입찰교육과 지식제공
비드큐는 입찰스쿨을 통해 오프라인 입찰강의를 진행하고, 입찰자료실 메뉴에서 입찰관련
정보 및 관련 지식을 전달하여 입찰도우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성공보수료 없는 분석서비스 (낙찰연구소)
비드큐입찰정보 에서는 ‘낙찰연구소’ 서비스를 통하여 보다 낙찰확률이 높은 투찰금액 구간을
제시해드립니다. 아무리 운이 낙찰을 좌우 한다지만, 작은 노력으로도 낙찰성적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낙찰에 따른 보수료는 없습니다.

▶ 분석을 통한 낙찰노하우를 습득
복수예비가격 분석/ 발주처 분석/ 경쟁업체 분석/ 낙찰가 예측/ 적격심사/ 투찰가보기 등의
낙찰가 분석에 필요한 모든 분석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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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 입찰정보 서비스
입찰경력자 또는 스스로 분석이 가능한 회원님께 권장합니다.
서비스 이용 범위

구분

· 비드큐 전체 서비스
(낙찰연구소 관련서비스 제외)

이용료 (VAT포함)

1개월

30,000 원

3개월

85,000 원

6개월

148,000 원

12개월

260,000 원

▶ 낙찰연구소 분석서비스 (입찰정보 포함)
입찰초보자 또는 낙찰성적이 저조한 회원님께 권장합니다.
서비스 이용 범위

구분

· 비드큐 전체 서비스
· 낙찰연구소 의뢰/결과 서비스
(낙찰시, 보수료 없음)

이용료 (VAT포함)

1개월

60,000 원

3개월

170,000 원

6개월

330,000

264,000 원

12개월

550,000

440,000 원

▶ 휴대폰 문자서비스 (맞춤입찰정보, 나의투찰결과, 낙찰연구소 분석결과 문자알림)
구분

문자 70건

문자 200건

문자 500건

이용료 (VAT포함)

10,000 원

25,000 원

45,000 원

▶ 유료회원 추가혜택
◎ 이메일 알림 무료제공
설정된 공고를 고객님의 이메일을 통해서 매일 아침 발송됩니다.
◎ 비드큐 메신저 무료제공
공고알림 메신저를 다운로드 설치하시면, 고객님께서 다른 업무중에도 사용중인
PC를 통해 입찰/낙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 비드큐의 낙찰분석시스템 무료제공
모든 공고문에 연동되어 있는 비드큐의 ‘분석Q 통합분석’ 은 입찰초보자 부터
분석전문가 까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나의 개찰순위 무료제공

나의 입찰참가 이력은 자동으로 정리되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없으며, 개찰시 나의
순위와 나의 투찰성향은 물론, 경쟁업체들의 결과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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