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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큐 입찰정보 이용안내

- 낙찰연구소 -

● 분석의뢰하기

● 분석레포트 보기

● 투찰가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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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①. 의뢰하고자 하는 공고의 좌측 번호를 선택한다.

▼ STEP ②. 선택 후, 공고리스트 우측상단의 버튼을 클릭한다.

▼ STEP ③. STEP ①~②를 진행 후 의뢰창이 뜨게되면, 공고정보를 확인한 후 완료예정일을 지정한 후,                 버튼을 클릭합니다.

▼ STEP ④. STEP ①~③를 진행하면, 낙찰연구소 의뢰완료창이 뜹니다. 내용확인 후 낙찰연구소 홈페이지(홈>낙찰지원> 낙찰연구소)에서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②

분석의뢰하기(1)● 낙찰연구소> 분석의뢰하기

* 공고 리스트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공고분석의뢰가 가능하며, 의뢰가능여부와 분석진행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STEP③

STEP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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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뢰하기(2)● 낙찰연구소> 분석의뢰하기

● 활용TIP

낙찰연구소에서 분석이 가능한 공고의 경우 리스트

우측에 해당 버튼이 노출된다. 해당버튼을 클릭시, 

리스트에서 바로 해당공고의 분석의뢰를 할 수 있다.

낙찰연구소에 이미 의뢰하여, 분석완료가 되지 않은

공고의 경우, 이와 같이 “분석중” 이라는 표시로 전

환되며 해당공고는 서류함으로 자동저장된다.

낙찰연구소에서 분석이 완료된 공고의 경우, 이와

같이 “분석완료”의 버튼으로 표현되며, 클릭시 해당

공고의 분석레포트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 공고 리스트에서 바로 분석의뢰가 가능하며, 해당공고의 의뢰가능여부와 분석진행상태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STEP ①. 공고리스트 우측의 “분석가능” 아이콘을 클릭한다.

▼ STEP ②. 의뢰공고의 정보를 확인하고, 분석완료 예정일을 선택 후 확인버튼을 누른다.

▼ STEP ③. 정상적으로 분석의뢰가 완료되면, 분석중으로 상태가 변경되며, 나의서류함으로 자동저장된다.

▼ STEP ④. 지정된 분석완료일(시간)이 지나면, 해당버튼은 자동으로 “분석완료” 상태로 변경되며, 클릭시 해당공고의 분석레포트를 조회할 수 있다.

STEP①

STEP②

STEP③
STEP④

해당공고
분석레포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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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상세페이지에서 바로 분석의뢰가 가능하며, 버튼을 보고도 분석진행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분석의뢰하기(3)● 낙찰연구소> 분석의뢰하기

▼ STEP ①. 공고상세 페이지 상단의 낙찰연구소 의뢰버튼을 클릭한다.

▼ STEP ②. 의뢰공고의 정보를 확인하고, 분석완료 예정일을 선택 후 확인버튼을 누른다.

▼ STEP ③. 정상적으로 분석의뢰가 완료되면, 분석중으로 버튼상태가 변경된다.

▼ STEP ④. 지정된 분석완료일(시간)이 지나면, 해당버튼은 자동으로 “분석완료” 상태로 변경되며, 클릭시 해당공고의 분석레포트를 조회할 수 있다.

STEP①

STEP②

STEP③

STEP④

해당공고
분석레포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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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큐 입찰정보 이용안내

- 낙찰연구소 -

● 분석의뢰하기

● 분석레포트 보기

● 투찰가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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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연구소 메뉴입장● 낙찰연구소> 분석레포트 보기

* 낙찰연구소의 젂체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낙찰연구소 메뉴입니다.

▲ STEP ①. 메뉴바에서 낙찰지원 메뉴의 “낙찰연구소” 를 선택하면 입장할 수 있다.

또는, 상단의 버튼 클릭시에도 메뉴 입장이 가능하다.

◀ STEP ②. 낙찰연구소 홈페이지. 연구소 처리일정과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 검색보기 : 낙찰연구소의 모든 진행상황을 분석중/분석완료로 나누어 공고별 조회가 가능하다.

* 달력보기 : 낙찰연구소의 모든 분석상황을 (주간)달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서비스안내 : 낙찰연구소 서비스 소개페이지 입니다.

● 메뉴설명

STEP①

STEP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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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연구소에 분석의뢰를 하신 공고가 분석완료가 되면, 각 공고별 분석레포트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레포트 보기● 낙찰연구소> 분석레포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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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낙찰 중요정보● 낙찰연구소> 분석레포트 보기

▼ STEP ①. 분석레포트 보기를 통하여, (4페이지 참고) 분석레포트를 연다.

▼ STEP ②. 의뢰한 공고를 분석한 비드큐의 낙찰예상구간과 예상낙찰가격을 살펴볼 수 있으며, 하단에는 공고의 기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STEP ② 의 [추천낙찰가구간]

STEP ② 의 [입찰/낙찰정보]

활용TIP

활용TIP

*                  : 현재 열람중인 분석레포트를

인쇄하여 볼 수 있는 기능

*                                : 현재 열람중인

분석레포트의 분석결과 내에서

손쉽게 투찰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능 (16페이지 참고)

*                                 : 현재 열람중인

분석레포트의 분석자료로 쓰인

모든 데이터를 엑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 활용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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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정율 분포구간● 낙찰연구소> 분석레포트 보기

◀ STEP ③. STEP ①~② 의 아래쪽에 위치한 사정율 분포구간 분석을 살펴볼 수 있다.

◀ STEP ④. 버튼을 클릭하여, 사정율 분포구간에 관련한 상세 분석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정율 분포구간 분석은?

이미 개찰된 공고들의 예정가격을 통해 사정율의 분포구간을 분석하고, 가장 많은 사정율이 분포한 구간의

평균사정율을 적용한 결과값 입니다.

● 메뉴설명

STEP④

▲ 사정율 분포구갂 분석은, 분석레포트 두번째 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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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정율 편차분석● 낙찰연구소> 분석레포트 보기

▼ STEP ⑤. STEP ①~④ 의 아래쪽에 위치한 사정율 편차분석을 살펴볼 수 있다.

▼ STEP ⑥. 버튼을 클릭하여, 사정율 편차 이동평균선과 편차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정율 편차분석은?

먼저 개찰된 입찰건의 사정율과 그 후에 개찰된 입찰건에 대한

사정율의 차이를 분석하여, 사정율 평균편차를 적용한 결과값

입니다.

● 메뉴설명

◀ 사정율 편차분석은, 분석레포트 세번째 탭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STEP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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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추첨예가 분석● 낙찰연구소> 분석레포트 보기

◀ STEP ⑦. STEP ①~⑥ 의 아래쪽에 위치한 추첨복수예비가격 분석을 살펴볼 수 있다.

◀ STEP ⑧. 버튼을 클릭하여, 사정율 분포구간에 관련한 상세 분석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추첨 복수예비가격 분석은?

발주처에서 산정한 복수예비가격 중 업체 투찰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의 분포구간을 분석하여,

산술평균한 비율을 적용한 결과값 입니다.

● 메뉴설명

▲ 추첨예가 분석은, 분석레포트 네번째 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TEP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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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복수예가 분석산출● 낙찰연구소> 분석레포트 보기

▼ STEP ⑨. STEP ①~⑧ 의 아래쪽에 위치한 사정율 편차분석을 살펴볼 수 있다.

▼ STEP ⑩. 버튼을 클릭하여, 복수예비가격 산출결과에 관련한 분석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STEP⑩

복수예가 분석산출 분석은?

개찰결과에서 발표된 15개 복수예가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한 복수예가 입니다.

● 메뉴설명

해당버튼을 클릭하면, 개찰결과에서 발표된 15개

복수예비가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엑셀다운로드와 프린트 기능도

지원합니다.

● 활용TIP

활용TIP

◀ 복수예가 분석산출은, 분석레포트 다섯번째

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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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순위 사정율분석● 낙찰연구소> 분석레포트 보기

◀ STEP ⑪. STEP ①~⑩ 의 아래쪽에 위치한 [1순위 사정율분석]을 살펴볼 수 있다.

◀ STEP ⑫. 버튼을 클릭하여, 사정율 분포구간에 관련한 상세 분석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1순위 사정율분석은?

개찰결과 1순위 업체들이 예측한 사정율의 분포를 분석하여, 최다 분포구간의 평균비율을 계산하여 투찰가를

산출하는 빈도산출분석 입니다.

● 메뉴설명

▲ 1순위 사정율분석은, 분석레포트 여섯번째 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TEP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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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경쟁사 사정율● 낙찰연구소> 분석레포트 보기

경쟁사사정율 분석은?

경쟁업체들이 몰리는 투찰구간은 경쟁률이 높아 낙찰의 확률이 저하되므로, 경쟁사들이 몰리지 않고 낙찰이

가능한 지점을 추출하여 산정한 저빈도산출분석 입니다.

● 메뉴설명

◀ STEP ⑬. STEP ①~⑫ 의 아래쪽에 위치한 [경쟁사 사정율]을 살펴볼 수 있다.

◀ STEP ⑭. 버튼을 클릭하여, 사정율 분포구간에 관련한 상세 분석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 경쟁사 사정율분석은, 분석레포트 일곱번째 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TEP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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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큐 입찰정보 이용안내

- 낙찰연구소 -

● 분석의뢰하기

● 분석레포트 보기

● 투찰가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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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연구소에서 제공한 분석레포트 내 버튼을 이용하여, 손쉽게 투찰가를 결정/저장할 수 있습니다.

◀ STEP ①. 공고 기본정보를 확인한다.

◀ STEP ②. 낙찰연구소에서 분석산출하여 추천된 2가지 구간중 선택한 후, 사정율형식과 추출건수를

설정한다.

◀ STEP ③. 버튼을 클릭하여, 임의의 사정율이 추출되면 그에 따른 평균사정율

및 적용낙찰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적용낙찰가는 실제 투찰시 투찰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다.

STEP①

STEP②

STEP③

사정율 추출하기● 낙찰연구소> 투찰가 결정하기

● 활용TIP

*                  (인쇄기능)

공고기본정보 상단에 위치한

버튼으로, 현재 화면에 노출

되어있는 모든 중요정보를 확인

후 인쇄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

(하단의 투찰금액 자동계산기로

저장된 자료도 함께 인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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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①. 기본으로 투찰가 결정하기(16페이지)에서 추출된 데이터가 사정율과 투찰금액에 입력되어 있다.

▲ STEP ②. 회원 임의로 사정율을 결정하고 싶다면, 사정율 란에 원하는 사정율을 입력시, 투찰금액이 자동산출된다.

▲ STEP ③. 버튼을 클릭시, 자동시스템을 통한 투찰금액 임의산출을 진행할 수 있다.

▲ STEP ④.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자동계산기에 입력되어 있는 사정율/하한율/투찰금액을 저장한다.

▲ STEP ⑤.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한다.

▶ STEP ⑥. STEP⑤ 의 결과로 투찰가보기 창을 확인할 수 있다. (낙찰연구소회원 전용기능)

투찰금액 저장하기● 낙찰연구소> 투찰가 결정하기

* 투찰하실 사정율과 금액을 저장해 놓을 수 있으며, 인쇄 또한 가능합니다.

STEP⑥

STEP③

STEP④ STEP⑤

STEP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