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세브란스병원 네트워크 신규구축 및 고도화외 4건 입찰(긴급)
(입찰공고번호: PHIB-210427-001)

1. 사업 개요
① 추진방법: 제한경쟁입찰 (긴급)
② 사업명: 강남세브란스병원_네트워크 신규구축 및 고도화외 4건
③ 업체등록: 2021년04월21일(수) 17:00까지
입찰참가서신청서 및 제반 서류 제출 /파이디지털헬스케어 사무실
④ 현장설명회: 2021년04월23일(금) 15:00 ~ /강남세브란스병원 회의실 (별도 안내)
⑤ 투찰일시: 2021년04월27일(화) 15:00 ~ /강남세브란스병원 회의실 (별도 안내)
- 각사 견적서 양식 사용(봉투 필요시 본사 제공), 제출서류 중 사용인감계의 사용인감만 인정
- 입찰은 예정가격 내 최저 가격 투찰업체 낙찰을 원칙으로 진행하며, 최대 4차까지 투찰 예
정
- 4차 투찰까지 낙찰이 안될 경우, 긴급입찰의 건이기 때문에 재입찰 진행 없이 최저가 투찰업
체와 우선협상을 진행하여 조사가격 내 낙찰을 원칙으로 함
⑥ 참가자격
- 파이디지털헬스케어 구매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한 업체.
- 현장설명회 참여 및 날인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
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제품의 정상적인 납품을 위하여 원 제조사(외국계인 경우 국내 지사 가능)가 발급한 “물품공
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입찰등록 시 제출)여야 함. – 미 제출로
인한 계약해제 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기술인력의 소재지가 “병원”에 2시간 이내에 방문,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업체.
-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해 “수급자”는 CISCO Gold 파트너 인증 업체이며, 최근 3
년 이내 단일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납품 금액이 일금 오억원(\500,000,000, 부가세 포함)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함.(입찰등록시 제출)
- “수급자”는 10년 이상의 네트워크 전문가를 다수(최소 3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인력
의 경력증명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2. 제출서류
① 입찰 업체 등록 서류(업체 등록일까지)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입찰참가신청서(당사 양식)
- 대상 제품의 제조사가 발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

- CISCO Gold Partner 인증서(원본)
- 실적증빙(파일 제출:5억 이상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
- 경력증명서(파일 제출:네트워크 관련 경력 10년 이상 3인)
② 투찰 시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법인인감일 경우 제외)(원본)
- 위임장(대표자 본인일 경우 제외)(원본)
- 입찰보증증권 or 입찰보증금: 5/100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당사 구매 규정)(원본)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 귀속
③ 검수완료 후
- 하자이행보증증권 :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당사 구매규정)(원본)
3. 입찰 항목 [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① 대상기관: 강남세브란스병원
② 구축 대상

구분

사양 및 품목
1.

수량

기본 사양

- 208Gbps 이상의 스위칭 용량 지원
- 154.76Mpps 이상의 Forwading rate 지원
- Stacking 지원
- 24포트 이상의 1G UTP 포트 지원
- 8포트 이상의 10G SFP+ 포트 지원
- IPv4 라우팅 : 32,000 이상 지원

건물
L3

- IPv6 라우팅 : 16,000 이상 지원
- DRAM : 8GB / Flash : 16GB 이상 지원

2대

- Power Supply Redundancy 기능
- 하드웨어 방식의 IPv4, IPv6 라우팅 기능
- Unicast protocol(RIPv2, OSPFv2, BGP, IS-IS), Multicast
protocol(PIM-SM, IGMP, IGMP snooping, MSDP)기능 제공
- SNMP v1/v2/v3 지원
- 802.1w, 802.1s ,802.3ad 지원
- VLAN (Port VLAN, Tag-VLAN (IEEE802.1Q) 지원
- 게이트웨이 이중화 프로토콜 지원

1. 기본 사양

워크
그룹
스위치

- 48포트 이상의 10/100/1000Base-T 포트 지원
- Uplink포트는 1G SFP 4포트 이상 지원
- 104Gbps 이상의 스위칭 용량 지원
- 77.38Mpps 이상의 Forwarding rate 지원
- DRAM : 2GB / Flash : 4GB 이상 지원
- 전원 이중화 구성

2대

- IEEE 802.1Q VLAN Trunking, IEEE 802.3ad 표준 Link Aggregation, RSTP/STP
지원을 통해 Loop 방지기능 지원
- 802.1ab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 지원
- L3 라우팅(Static/OSPF- 1000 routes) 지원
- 16,000개 이상의 MAC Address 제공
- 4,000개 이상의 Vlan 제공
- Broadcast storm control 제공
1. 기본 사양
- 48포트 이상의 10/100/1000Base-T 포트 지원(Full PoE+ 지원)
- Uplink포트는 1G SFP 4포트 이상 지원
- 104Gbps 이상의 스위칭 용량 지원
- 77.38Mpps 이상의 Forwarding rate 지원
- DRAM : 2GB / Flash : 4GB 이상 지원

PoE
스위치

- 전원 이중화 구성
- IEEE 802.1Q VLAN Trunking, IEEE 802.3ad 표준 Link Aggregation, RSTP/STP 지원을 통해

2대

Loop 방지기능 지원
- 802.1ab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 지원
- L3 라우팅(Static/OSPF - 1000 routes) 지원
- 16,000개 이상의 MAC Address 제공
- 4,000개 이상의 Vlan 제공
- Broadcast storm control 제공
1. 기본 사양
- 무선랜 표준 지원: 802.11a/b/g/n/ac/ax 동시 지원
- 2.4GHz 및 5GHz 동시 지원(4X4 MU-MIMO, 4 Spatial Streams)

Access
Point

- Dual 5Ghz 지원으로 최대 5.2Gbps의 대역폭 지원
- OFDMA기능으로 효율적인 대역폭 분활 지원

32 대

- 10/100/1000 Base-T * 1Port 이상 지원
- DRAM : 2G / Flash :1G 이상 지원
- PoE+(802.3at)를 통한 전원공급 지원

광
컨버터

- 1개 이상의 10/100/1000base-T 포트 지원
- 1개 이상의 1000Base-SX/LX(SC커넥터) 포트 지원

4개

1. 기본 사양
- Maximum ETH Capacity : 약 9.66Gbps 이상 지원
- RF Bandwidth : 500MHz, 1000MHz, 2000MHz 지원

Micro
wave

- Modulation : QPSK ~ 256QAM
- ATPC(Automatic Transmit Power Control) 기능 지원
- 유저 트래픽 포트 : 1 x 10G/2.5G/1G SFP+, 2 x 2.5G/1G SFP+ 지원
- Management Port : 1 x RJ45 지원
-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정된 전파 특성 및 에러 정정 기술(FEC) 지원
- 날씨의 변화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최적의 전송로를 제공하기 위한 ACM 기능 제공

2식

Tgate NAC Enforcer TN300

네트워
크접근
제어

- 차단센서(Application)
- VLAN 20개, IP 2,000개 지원

1식

- Intel Dualcore 3.0Ghz
- 8GB RAM, 1TB HDD
- 10/100/1000 *2 port
1. 기본 사양
- 인가되지 않은 AP의 탐지/알람/차단
- 비인가 AP의 보안 구성분석(OPEN, WEP, WPA,WPA2) 가능
- VLAN 및 Network에 상관 없이 비인가 AP 연결시 탐지/알람 및 차단 가능

wIPS

- 사무실 인가 단말 외부 AP 접속/탐지/차단 가능
- 비인가 AP가 회사내 동일 SSID 가진 경우 인가 단말이 비인가 AP 접속 차단 가능
- Ad-hoc으로 설정된 무선 단말 탐지 및 차단 가능

서버
1 식,
센서
13 대

- 인가 단말 대상 MAC Spoofing 공격 탐지 및 방어 가능
- 센서에서 탐지되는 로그 저장 기능
1. 기본 사양
- 최대 4000개 AP 및 25000 단말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 제공
- 네트워크 장비 및 사용자 단말에 대한 Health 정보 지원
- 장비 연결 상태에 대한 토폴로지 정보 지원

무선

- 어플리케이션 사용 관련 대시보드 기능 지원
- Map 상에 AP Heatmap 정보 제공

NMS

- 무선 AP의 RF 관련 정보 (채널 사용률, 간섭, 노이즈, 주파수 품질) 제공

(DNA

- 무선 컨트롤러의 접속 AP 및 단말에 대한 변화 추이 모니터링 제공

Center)

1식

- 센서에서 탐지되는 로그 저장 기능
- 단말의 접속 관련 상세 이벤트 정보에 대한 표시 및 History 관리 기능 제공
- 단말의 주요 RF 관련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 단말별 어플리케이션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제공
- 사용자 ID, IP 주소, MAC 주소 등을 통한 전역 검색 기능 제공
- 이슈 발생 시 자동 이벤트 생성 및 이슈 해결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라인 제공

구분

사양 및 품목

수량

1. 기본 사양
- 1/10G SFP+ 40포트 이상
- 960Gbps 이상의 스위치 용량 지원
- 720Mpps 이상의 Forwarding rate 지원

DB 망

- DRAM : 16GB / Flash : 16GB 이상 지원
- 전원 이중화 구성
- IPv4 라우팅 : 64,000 이상 지원
- IPv6 라우팅 : 32,000 이상 지원
- Non-Blocking 스위치 구조로 고성능의 Switching / Routing 기능
- 무중단 OS업그레이드 기능

4대

- 하드웨어 방식의 IPv4,IPv6 라우팅 기능
- Unicast protocol(BGP, EIGRP, HSRP, IS-IS, BSR, MSDP, PIM SM, PIM SSM, PIM-BIDIR, IP SLA,
OSPF)기능 제공
- SNMP v1/v2/v3 지원
- 802.1w, 802.1s ,802.3ad 지원
- VLAN (Port VLAN, Tag-VLAN (IEEE802.1Q) 지원
- 게이트웨이 이중화 프로토콜 지원
1. 기본 사양
- 1/10G SFP+ 40포트 이상
- 960Gbps 이상의 스위치 용량 지원
- 720Mpps 이상의 Forwarding rate 지원
- DRAM : 16GB / Flash : 16GB 이상 지원
- 전원 이중화 구성
- IPv4 라우팅 : 64,000 이상 지원

의료
장비망

- IPv6 라우팅 : 32,000 이상 지원
- Non-Blocking 스위치 구조로 고성능의 Switching / Routing 기능

4대

- 무중단 OS업그레이드 기능
- 하드웨어 방식의 IPv4,IPv6 라우팅 기능
- Unicast protocol(BGP, EIGRP, HSRP, IS-IS, BSR, MSDP, PIM SM, PIM SSM, PIM-BIDIR, IP SLA,
OSPF)기능 제공
- SNMP v1/v2/v3 지원
- 802.1w, 802.1s ,802.3ad 지원
- VLAN (Port VLAN, Tag-VLAN (IEEE802.1Q) 지원

- 게이트웨이 이중화 프로토콜 지원
1. 기본 사양
- 48포트 이상의 10/100/1000Base-T 포트 지원
- Uplink포트는 10G SFP+ 8포트 이상 지원
- 256Gbps 이상의 스위칭 용량 지원
- 190.47Mpps 이상의 Forwarding rate 지원
- DRAM : 8GB / Flash : 16GB 이상 지원

개발망

- 전원 이중화 구성
- IEEE 802.1Q VLAN Trunking, IEEE 802.3ad 표준 Link Aggregation, RSTP/STP 지원을 통해

1대

Loop 방지기능 지원
- 802.1ab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 지원
- L3 라우팅(Static/OSPF) 지원
- 32,000개 이상의 MAC Address 제공
- 4,000개 이상의 Vlan 제공
- Broadcast storm control 제공

구분
인터넷

사양 및 품목
1. 기본 사양

수량
2대

백본

- 1/10G SFP+ 40포트 이상
- 960Gbps 이상의 스위치 용량 지원
- 720Mpps 이상의 Forwarding rate 지원
- DRAM : 16GB / Flash : 16GB 이상 지원
- 전원 이중화 구성
- IPv4 라우팅 : 64,000 이상 지원
- IPv6 라우팅 : 32,000 이상 지원
- Non-Blocking 스위치 구조로 고성능의 Switching / Routing 기능
- 무중단 OS업그레이드 기능
- 하드웨어 방식의 IPv4, IPv6 라우팅 기능
- Unicast protocol(BGP, EIGRP, HSRP, IS-IS, BSR, MSDP, PIM SM, PIM SSM, PIM-BIDIR, IP SLA,
OSPF)기능 제공
- SNMP v1/v2/v3 지원
- 802.1w, 802.1s ,802.3ad 지원
- VLAN (Port VLAN, Tag-VLAN (IEEE802.1Q) 지원
- 게이트웨이 이중화 프로토콜 지원
1. 기본 사양
- 24포트 이상의 10/100/1000Base-T 포트 지원
- Uplink포트는 10G SFP+ 8포트 이상 지원
- 208Gbps 이상의 스위칭 용량 지원

코랜
회선
스위치

- 154.76Mpps 이상의 Forwarding rate 지원
- DRAM : 8GB / Flash : 16GB 이상 지원
- 전원 이중화 구성

1대

- IEEE 802.1Q VLAN Trunking, IEEE 802.3ad 표준 Link Aggregation, RSTP/STP 지원을 통해
Loop 방지기능 지원
- 802.1ab,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 지원
- 32,000개 이상의 MAC Address 제공
- 4,000개 이상의 Vlan 제공
- Broadcast storm control 제공
1. 기본 사양
- 40 Gbps 이상의 처리용량 지원
- 최대 2,000개의 액세스 포인트, 32,000개의 클라이언트 지원
- 장애 시 신속하고 원활한 서비스 복구를 위해 Active-Standby 기능 제공

무선

- 중앙집중형 및 분산형 트래픽 처리 지원
- 802.11a/b/g/n/ac/ax, 최대 4096개 SSID, 최대 4096 VLAN 지원

컨트

- 5 GHz 우선 접속 기능, L2/L3 로밍, 데이터 패킷의 RSSI와 데이터 속도에 따른 최적화 된

롤러

로밍, 802.11r 및 802.11v을 통한 빠른 로밍 기능 지원
- 자동 채널 선택 (DCA) 및 자동 출력 파워 조절(TPC) 기능 제공
- 전파 관리법에 명시된 5.1GHz ~ 5.8GHz간 비중첩 19개 채널 지원
- 무선 환경에 따른 최적화된 채널 대역폭 (20MHz, 40MHz, 80MHz, 160MHz 중) 자동 선택
기능 지원
- 모니터링 대상 장비의 인벤토리 정보와 새로운 Wi-Fi 6 표준과 관련 장치, 소프트웨어 및

2대

클라이언트 호환성을 확인 가능
- AP 장애 시 주변 AP들의 RF 출력을 자동 증가하여 서비스 연속성 지원
- 주파수별 최대 접속 단말 수 제한 기능 지원
- 단말 무선 서비스와 스펙트럼 분석 기능 동시 지원
- 비 Wi-Fi 간섭체로 인한 무선 서비스 영향시 자동 채널 변경 기능 지원
- 단말 분류를 위한 프로파일링 기능 및 단말 종류에 따른 정책 (VLAN, ACL 등) 지원
- AP와 컨트롤러간 데이터 트래픽 암호화 지원
- 사용자별/SSID별 어플리케이션 사용량 모니터링 기능 지원
- SNMPv3 지원
- GUI 또는 CLI에서 원격 접속 및 관리 기능 제공
2. 라이선스
- 기 운영중인 AP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라이선스 추가(AP 수량 : 305대)
1. 기본 사양
- 무선랜 표준 지원: 802.11a/b/g/n/ac/ax 동시 지원
- 2.4GHz 및 5GHz 동시 지원(4X4 MU-MIMO, 4 Spatial Streams)

Access
Point

- Dual 5Ghz 지원으로 최대 5.2Gbps의 대역폭 지원
- OFDMA기능으로 효율적인 대역폭 분활 지원

69 대

- 10/100/1000 Base-T * 1Port 이상 지원
- DRAM : 2G / Flash :1G 이상 지원
- PoE+(802.3at)를 통한 전원공급 지원

구분

사양 및 품목

엘리베

1. 기본 사양

이터용

- AP (Cisco C9120AXI-K)

AP

수량

17 대

- Power Injector (Cisco AIR-PWRINJ6=)

4. 요구사항 [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① 네트워크 구성은 최신의 네트워크 솔루션을 적용하여 호환성 및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성한다.
② 네트워크 구성시 기존 구축 장비의 설정/구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병원”과 사전 협의하여
구성 변경에 따른 영향도를 분석하여 구축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
다.
③ 거봉빌딩과 미래의학연구센터, 거봉빌딩과 비자검진센터의 마이크로웨이브 구성시 미래의학
연구센터와 본원 구간의 10G 정비 설치후 기 설치된 장비를 이동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 백본 고도화로 네트워크 대역 및 구성 변경에 따른 본원 및 미래의학연구센터, 비자
검진센터, 의생명연구센터, 행정복지동 MDF 및 TPS에 설치된 Workgroup 스위치의 설정 변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무선컨트롤러 고도화 구성시 신규 WLC에 수용할 수 없는 AP 철거후 신규 AP로 설치 구성하

여야 한다. (기존 AP 이동 재배치 포함)
⑥ 망분리 네트워크 장비 설치 관련하여 방화벽 연동간 기술 지원 및 구성 변경에 따른 설정 변
경, 구성간 케이블 공사 필요시 지원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 백본 고도화로 네트워크 대역 및 구성 변경에 따른 본원 및 미래의학연구센터, 비자
검진센터, 의생명연구센터, 행정복지동 MDF 및 TPS에 설치된 Workgroup 스위치의 설정 변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⑧ 구축 전 구성방안에 대하여 병원에 세부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 및 안정성 향
상을 위해 추가 도입되는 자재 및 장비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⑨ 제공되는 모든 제품의 관리 접속용 계정의 암호화(MD7)를 지원하여야 한다.
⑩ 모든 설치 제품은 실장도를 제공하고 식별이 가능한 관리용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기존
장비 포함)
5. 장비 도입 및 설치 [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①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② “수급자”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행정적, 기술적 일체의 제반 비용(운반비, 설치비, 전원 공사, 소모
품비, 도입대상 장비내역에 언급되지 않은 주요부품 등)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장비간 광
/UTP 케이블 포함)
③ 다음과 같이 시스템 설치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조사 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장비 설치 계획서(전원 및 케이블 상태 등 환경 고려)
- 도입 장비 및 관련 S/W에 대한 품질보증계획, 테스트 계획서 및 시험 방안
- 도입 장비 및 관련 S/W의 시스템 운영방안
- 구축 일정 계획서
-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비상연락망 포함)
- 정보보호서약서 (참여인력자용),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④ 납품하는 장비 구성중 사양 및 품목, 요구사항이 낮거나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를 만족하는
상위 제품으로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
6. 시험운영 및 검수 [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⑤ “수급자”는 검수전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강남세브
란스병원의 “검수자”(시스템관리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⑥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수급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는 검수 결과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급자”의 부
담으로 시행 조치하여야 한다.
⑧ “수급자”는 최종 검수 및 검사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발생으
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요구에 의해 “수급자”
는 납품ㆍ설치한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⑨ “수급자”는 현장 시험 운영 동안에 강남세브란스병원의 보완 요구사항이 제시되면 “수급자”는
이를 전면 수용하여 장비를 보완해야 한다.
⑩ 장비 검수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수급자”가 검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고, 장비에 대
한 관련기술 및 모든 자료의 인계를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⑪ “수급자”는 제품별 규격 및 사양에 대하여 각 제품별로 성능 및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를 제출해야 한다.
7. 장애대책 [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① “시스템” 운영시간은 24시간 265일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급자”는 응용 S/W,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 자료의 파손, 변실, 분실에 대
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시스템 운영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처리를 위해서
장애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 대책을 수립하며, 발생되는 장애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빠
른 시간 안에 복구되도록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④ “수급자”는 환경적, 업무적, 재해, 장애, 침해사고, 업무적 실수 등의 기술적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8.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항 [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① 납품 장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후 3년으로 하며, 하자가 발생치 않더라도
검수후 월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소프트웨어 패치 (O/S, Driver 등)등의 서비스를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하고 그 결과를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치 및 운용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제품 커스터마이징 등 개선요구사항은 하자보증기간 동
안 “수급자”가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무상 유지보수 기간중에 중대한 결함 또는 월3회 이상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
가 발생한 동급 이상 장비를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무상유지보수기간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시 장애 접수후 2시간내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히 장
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는 계약시 유지보수 인력 및 운영 방안 등을 기술한 세부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시하
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납품 및 무상유지보수기간중 장애 발생시 그 원인규명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강남세브란스병원에게 모든 안전사고, 재해 또는 피해를 입혔
을 경우, 완전 복구(인적, 물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⑧ “수급자”는 “사업결과 점검 계획서” 제출시 본 사업에 투자하는 모든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을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⑨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준, 절차, 방법은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 “수급자”는 정기점검 외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서비스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야 한다.

⑪ “수급자”는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7년이상(무상, 유상 포함) 도입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지
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⑫ 무상유지보수기간 만료후 유상유지보수료는 구축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한다.
9. 기타사항 [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① “수급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및 시연회를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요청시 협
의하여 개최하고, 그결과를 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한다.
10. 보안성 사전 요구사항
① 시방서 내 “5.안전관리 및 보안”의 내용을 준수한다.
11. 유의사항
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방서 문서를 따릅니다.
②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바르게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③ 소정기일 내 입찰등록(본사 양식/현장설명회 시 제공)을 필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로
본사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를 한정 합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합니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업체로 한정합니다.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전략팀 김민원대리(010-6309-2612, FAX: 02-365-6100, E-mail:
tenlapasion@phidigital.co.kr)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⑦ 계약 체결전,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사정에 의해 본 입찰은 취소 또는 요구조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파이디지털 헬스케어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