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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큐 입찰정보 이용안내

- 분석Q -

● 분석Q > 복수예가산출

● 분석Q > 성향분석

● 분석Q > 추천분석

● 분석Q >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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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Q > 복수예가산출

* 복수예가산출 이란? 공고별 예가난수추출, 등비추출, 발주처분석 방법을 통한 다양한 복수예가 및 투찰금액 (임의)산출 분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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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Q > 복수예가산출

LESSON 1. 분석설정하기

▲ STEP ①. 공고문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처음 열리는 분석시스템.

▲ STEP ②. 해당 공고의 기본정보가 연동되므로, 먼저 연동된 분석설정 정보를 확인하고,

설정정보가 공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다른 기준으로 분석을 원할 때에는

설정을 사용자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 STEP ③. 발주처별 투찰(하한)율을 설정한다.

▶ STEP ④. 발주처별 예가변동폭(사정율범위)을

선택한다.

: 분석Q 사용안내 팝업 띄우기

: 현재 분석Q화면 인쇄

● 활용TIP

클릭! (STEP③)

클릭!

클릭!
(STEP④)

STEP③

STEP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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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Q > 복수예가산출

LESSON 2. 분석정보 적용하기/ 예비가격 선택하기

▲ STEP ⑤. 발주처 분석정보 적용의 예가선택폭(                                                                           )/ 설정정보(적격심사구분) 의 분석기준 설정항목을 맞춘 후, 

산출방법(                                                            ) 을 선택한다.

▲ STEP ⑥. 복수예가를 선택(개별선택 / 자동선택 ) 하면, 복수예가 선택창 하단에 선택된 복수예가 번호가 노출되며, 하단의 투찰금액 간편계산기(6페이지 참고)에

(예상)사정율이 자동으로 계산/입력되어 투찰금액이 생성된다.

STEP⑤

STEP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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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Q > 복수예가산출

LESSON 3. 예가산출결과보기

STEP⑧

▲ STEP ⑦. STEP①~⑥의 과정을 마친 후,                  버튼을 눌러 결과값을 볼 수 있다.

▶ STEP ⑧. 출력설정을 변경하여 평균값, 중간값, 동가, 변동폭, 예가그래프의 기능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다.

*                        : 정렬된 1365개의 추첨예가를 한번에 볼 수 있다.

*                        : 정렬된 1365개의 추첨예가를 엑셀파일로 생성할 수 있다.

클릭!
(STEP⑦)

동가 기능 변동폭 기능 예가그래프 기능

중간값 기능

평균값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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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Q > 복수예가산출

LESSON 4. 투찰금액 간편산출 (분석Q 공통)

아래의 투찰가 저장정보를
엑셀파일로 간편 생성할 수 있다.

클릭!
(STEP⑩)

클릭!
(STEP⑧~⑨)

임의변경가능

▲ STEP ⑧ LESSON1~LESSON3 의 분석 후 나온 결과 투찰금액을 저장하고 싶다면,

계산기의 버튼을 누른다.

▲ STEP ⑨. 분석Q의 각 분석방법별 투찰가를 저장할 수 있다.

▲ STEP ⑩. 저장정보를 보고 싶다면,              버튼을 눌러 조회가 가능하다.

만약, 그래프를 클릭하여 산출된 (예상)사정율이 아닌 다른 값으로 투찰금액을 산출

하고 싶다면, (예상)사정율 칸의 숫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 활용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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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Q > 성향분석

* 성향분석 이란? 공고별 발주처의 사정율 흐름을 통한 발주처 성향 분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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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Q > 성향분석

LESSON 1. 분석설정하기 (2페이지 참고)

LESSON 2. 사정율 그래프 분석하기/ 투찰금액 간편계산하기

▲ STEP ① (LESSON1). 해당 공고의 기본 분석정보를 설정한다. (2페이지 참고)

▲ STEP ②. 분석하고자 하는 업종/지역/기간/사정율(기준점:0%/100%)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 STEP ③. STEP②의 결과로 발주처의 낙찰사정율 흐름그래프가 생성된다.

(파란그래프는 해당공고의 발표된 15개 복수예가 중 최대값 4개의 평균값, 녹색그래프는 해당공고의 발표된 15개 복수예가 중 최소값 4개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 STEP ④. 그래프 내부의 임의지점을 클릭하여, 간단한 투찰금액 산출이 가능하다. (계산기 시용법 : 6페이지 참고)

클릭! (STEP②)

: 그래프 구간선택 조절바

: 그래프 확대/축소

: 참여업체 투찰흐름그래프
보임/숨김

◀ 활용TIP (2)

클릭!
(STEP④)

: 검색된 개찰결과 정보를 엑

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 해당 발주처의 성향을 심화
하여 낙찰지원의 “발주처
성향분석” 으로 분석시스
템을 연동 진행한다.

◀ 활용TI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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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Q > 빈도분석

* 빈도분석 이란? 발주처 개찰결과의 사정율 빈도를 통한 낙찰확률구간 분석기능



www.bidq.co.kr

최고의 입찰실무 파트너, ㈜비드큐

☎ 1544 -6714 | FAX 0505-490-8800
12

www.bidq.co.kr

● 분석Q > 빈도분석

LESSON 1. 분석설정하기 (3페이지 참고)

LESSON 2. 사정율 그래프 분석하기/ 투찰금액 간편계산하기

클릭! (STEP②)

클릭!
(STEP④)

▲ STEP ① (LESSON1). 해당 공고의 기본 분석정보를 설정한다. (2페이지 참고)

▲ STEP ②. 분석하고자 하는 업종/지역/기간/사정율(기준점:0%/100%)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 STEP ③. STEP②의 결과로 발주처의 사정율 빈도그래프 중 ‘소수점 첫째자리 그래프’가 생성되며, 해당 그래프를 클릭하면 해당 구간의 ‘소수점 둘째자리 그래프’가 하단에 생성된다.

▲ STEP ④. 소수점 둘째자리 그래프의 임의구간을 클릭하면, 간단한 투찰금액 산출이 가능하다. (계산기 시용법 : 6페이지 참고)

소수점
첫째자리
그래프

소수점
둘째자리
그래프

클릭! (STEP③)

해당 분석시스템을 심화하여
낙찰지원의의 “사정율 빈도분
석” 분석을 연동 진행한다.

◀ 활용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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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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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Q > 추천분석

* 구간분석 이란? 발주처와 투찰업체의 사정율의 횟수와 비율을 분석하여 점수로 환산 후 확률 높은 투찰구간을 추천해주는 분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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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Q > 추천분석

LESSON 1. 분석설정하기 (3페이지 참고)

LESSON 2. 분석표 해석방법

◀ STEP ① (LESSON1). 해당 공고의 기본 분석정보를 설정한다.
(3페이지 참고)

◀ STEP ②. 분석하고자 하는 업종/지역/기간/사정율
(기준점:0%/100%)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 STEP ③. 위의 결과로 발주처와 투찰업체의 사정율 표가 생성되며,
이에따른 (비드큐 임의의 계산법에 따른) 점수 및 비드큐
추천순위를 조회할 수 있다.

◀ STEP ④. 표 내부의 임의구간을 클릭하면, 간단한 투찰금액 산출이
가능하다. (계산기 시용법 : 6페이지 참고)

임의구간 클릭!
(STEP④)

클릭! (STEP②)

점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나요?

최근 3개월간 개찰된 공고자료를 기반으로, 발주처측의 낙찰사정
율의 다빈도구간을 해당 공고들에 참여했던 투찰업체들의 사정율
저빈도구간과의 상관관계로 비드큐 자체분석평가를 진행합니다.
분석결과로 나온 [발주처 다빈도-업체 저빈도] 인 10개의 구간을
선정하여, 회원님께 추천해드리는 고급 분석서비스 입니다.
추천해드리는 구간을 참고하여 투찰에 활용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
으시길 바랍니다.

◀ 활용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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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