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 찰 공 고

 入 札 公 告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入札にかける事項

  가. 입 찰 명 : 일본 이바라키현 히타치 주오 54MW 태양광발전사업 운영보험

  イ. 入 札 名 : 日本茨城県日立十王54MW 太陽光発電事業運営保険
  나. 계 약 자 : 한전케이디엔 주식회사(KEPCO KDN, Co., Ltd)

  ロ. 契 約 者 : 韓電KDN株式会社(KEPCO KDN, Co., Ltd)

  다. 피보험자 : 히타치주오태양광발전 합동회사(Hitachi Juo Solar Power LLC)

  ハ. 被保険者 : 日立十王太陽光発電合同会社(Hitachi Juo Solar Power LLC)

                 한전케이디엔 주식회사(韓電KDN株式会社)(KEPCO KDN, Co., Ltd)

                 에너지프로덕트 주식회사(エネルギープロダクト株式会社)(Energy Products Co., Ltd)

                 대주단(貸主団)(Lenders)

                 기타 관계자(その他 関係者)(other concerned parties for their respective rights and interests)

  라. 보험기간 : 2019.01.01 ~ 2019.12.31.(1년간)

  ニ. 保険期間 : 2019.01.01 ~ 2019.12.31.(1年間)

  마. 추정금액 : 91,714,111円 (소비세 포함)

  ホ. 推定金額 : 91,714,111円 (消費税込み)

  바. 세부내역 : 첨부자료 필히 참조 

  ヘ. 細部内訳 : 添付資料必ず参照 

      

2. 입찰참가 자격 (가. 또는 나. 및 다.를 모두 만족하는 자)

   入札参加資格 (イ. 又は ロ. 及び ハ.を全て満足する者)

  가. 일본의 보험업법상의 허가를 받은 일본 손해보험사업사 본사 

  イ. 日本の保険業法上の許可を得た日本損害保険事業社の本社 

  나. 일본내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일본내 지점 대표

  ロ. 日本内の許可役所の許可を得た外国保険会社の日本内支店代表

  다. 최근 3년내 국제신용 등급을 보유중인 보험사

  ハ. 最近3年内の国際信用格付けを保有中である保険会社

3. 입찰참가 신청 入札参加の申込み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우편제출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イ. 入札参加申込みの締切日 : 入札書提出締切日の前日18:00 (郵便で提出時、締切日の消印分まで有効)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ロ. 申込み方法 : 訪問又は郵便

  다. 신청시 제출서류

  ハ. 申込み時の提出書類

   ①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서식) 入札参加申込書(別紙書式) 

   ②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별지 서식) 入札保証金支払い覚書(別紙書式)

   ③ 위임장(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별지 서식) 委任状(代理人が訪問した場合)(別紙書式)

   ④ 청렴계약이행각서 (별지 서식) 清廉契約履行覚書(別紙書式)

   ⑤ 보험업법에 의한 인·허가서 (사본) 保険業法に基づく認許可書(写し)

   ⑥ 국제신용등급평가기관(S&P 또는 Moody’s) 발행 신용평가등급 (사본)

      国際格付け機関(S&P 又は Moody’s)の発行格付け等級(写し)



  라. 제출 장소 :  (310-0803) 이바라키현 미토시 조난 1-4-7 제5프린스빌딩(7F) 한전KDN(주)일본특별지사

  ニ. 提出 場所 :  (310-0803) 茨城県水戸市城南1-4-7第５プリンスビル7階 韓電KDN(株)日本特別支社

 

4. 입찰서 제출 入札書提出 

  가. 제출 일시 : 공고일시 ~ 2018년 12월 13일 15:00 (우편제출시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イ. 提出 日時 : 公告日時 ~ 2018年 12月 13日 15:00 (郵便提出時、締切日到着分まで有効)

  나. 제출 서류

  ロ. 提出書類

   ① 가격입찰서 (별지 서식) 価格入札書 (別紙書式)

   ② 보험견적서 (세부조건이 표기된 산출내역서) 保険見積書(細部条件が表記された算出内訳書)

   ③ 약관(특약조항 등 포함) 約款(特約条項等を含む)

  다. 제출 방법 : 가격입찰서(보험견적서 포함)는 밀봉 후 방문 또는 우편

  ハ. 提出 方法 : 価格入札書(保険見積書を含む)は密封後、訪問又は郵便

  라. 제출 장소 : 입찰참가 신청 장소와 동일

  ニ. 提出 場所 : 入札参加申込みの場所と同一

마. 입찰참가 신청과 함께 가격입찰서(보험견적서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별도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ホ. 入札参加申込みと一緒に価格入札書(保険見積書を含む)を提出する場合でも別途封筒に密封し提出なくてはならない

바. 가격입찰서와 보험견적서(산출내역서) 금액이 상이한 경우 입찰은 무효가 됨

ヘ. 価格入札書と保険見積書(算出内訳書)の金額が相異なる場合には入札は無効になる

5.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 최저가 낙찰제 

   入札方法 : 一般競争入札/最低価落札制

6. 개찰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지 

   開札日時及び場所 : 追って個別通知

7. 낙찰자 결정방법 落札者決定方法

가. 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 1개사를 선정

イ. 総額入札として予定価格以下の最低保険料を提示した保険会社1社を選定

나. 동일순위의 경우

ロ. 同一順位の場合

 ① 동일보험료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同一保険料で入札した者が二人以上の場合には抽選で決定

 ② 입찰참가업체 전원이 동가일 경우 유찰처리

    入札参加業者全員が同価の場合には流札処理

8. 보험료 납부방법 : 일시불 (1회 납부조건) 

   保険料納付方法 : 一時払い (1回納付条件)

9. 계약체결 契約締結

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イ. 落札日から5日以内に契約を締結しなければならない

나. 계약서류

ロ. 契約書類

   ① 보험료 산출내역서

      保険料算出内訳書

   ② 보험청약서

      保険申込書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法人登記簿謄本及び印鑑証明書、使用印鑑届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事業者登録証写し、通帳写し 

   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본사 직원 증명서류(재직증명서)

      代理人の場合には委任状及び本社職員証明書類(在籍証明書)

   ⑥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발주자 요구시)

      その他契約に必要な書類(発注者の要求時)

10.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의 해당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入札保証金帰属 : 落札者として選定された者が正当な理由なしに5日以内に契約を締結しない場合には入札保証

金支払い覚書の該当金額を遅滞なく現金で韓電KDNに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11. 입찰의 무효 入札の無効
  가. 입찰(수의시담)유의서 제12조에 의함

  イ. 入札(随意示談)留意書 第12条に基づく

  나. 입찰서류 미제출 및 가격입찰서를 엔화(JPY)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ロ. 入札書類の未提出及び価格入札書を円貨(JPY)で表示しない場合

12. 유의 사항 留意事項

  가. 본 입찰건은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을 받음(입찰절차 포함)

  イ. 本入札の件は大韓民国の法令に適用を得る(入札手続きを含む)

  나. 당사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입찰참가 신청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함

  ロ. 当社は清廉契約制を施行し、入札参加申込み時に清廉契約履行覚書に同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만, 부도 발생 후 법정 관리로 지정된 시

점부터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

상에서 제외됨

  ハ. 不渡り又は破産状態に有る業者は入札に参加できない。但し、不渡り発生後の法定管理に指定された時点か

らは入札参加が可能であり、落札後の契約締結前に不渡り又は破産状態に有る業者は契約締結対象から除外

される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수의시담)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됨

  ニ. 入札に参加する者は入札(随意示談)留意書、契約一般条件等を熟知したことと見なす

  마. 입찰(수의시담) 유의서 제20조 (한전케이디엔(주) 2직급 이상 퇴직직원 채용 유의 사항)의 적용시점은     

2015. 3. 1부터 기산함. 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이 한전케이디엔(주) 퇴직자를 채용

한 경우는 제외함

  ホ. 入札(随意示談) 留意書 第20条 (韓電KDN(株)2職級以上の退職職員採用の留意事項)の適用時点は2015. 3. 1

から起算する。但し、公共機関運営に関する法律で定めた公共機関が韓電KDN(株)退職者を採用した場合も除

外される

  바. 낙찰자는 보험에 대한 제3자(대주단)의 질권설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ヘ. 落札者は保険における第3者(貸主団)の質権設定に同意したことと見なす

  사. 문의처

  ト. お問い合わせ先 

    ○ 공고관련 문의(일본) : 일본특별지사 권동명 차장 (029-306-8178)

       公告関連のお問い合わせ(日本) : 日本特別支社 クォン・ドンミョン次長(029-306-8178)

    ○ 계약관련 문의(한국) : 계약팀 임현수 대리 (+82-61-931-6869)

       契約関連のお問い合わせ(韓国) : 契約チーム イム・ヒョンス代理(+82-61-931-6869)



13. 첨부파일 添付ファイル

  ① 保険加入条件及び内訳 [保険契約仕様書](韓国語/日本語) 1部.

  ② 入札參加申請書 (韓国語/日本語) 1部.

  ③ 入札保証金支給覚書 (韓国語/日本語) 1部. 

  ④ 委任狀 (韓国語/日本語) 1部.

  ⑤ 淸廉契約履行覚書 (韓国語/日本語) 1部.

  ⑥ 価格入札書 (韓国語/日本語) 1部.

  ⑦ 入札(随意示談)留意書 (韓国語/日本語) 1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上の通り公告します。

2018. 12. 5

한전KDN(주)  대표이사

韓電KDN(株)  代表取締役



보험가입 조건 및 내역[보험계약 사양서]

保険加入条件及び内訳 [保険契約仕様書]

１． 発電所の概要 (발전소 개요)

(1) 所在地 : 茨城県日立市十王町高原1411-1 他（北緯36.6823 東経140.5855）

소재지 : 이바리키현 히타치시 주오초 타카하라1411-1

(2) 発電所所有者 : 日立十王太陽光発電合同会社

발전소소유자 : 히타치주오태양광발전합동회사

(3) 工事施工業者 : 韓電KDN（株）/エネルギープロダクト（株）

공사시공업체 : 한전KDN（주）/에너지프로덕트（주）

(4) 操業・保守業者 : 韓電KDN（株）/エネルギープロダクト（株）

관리운영・보수업체 : 한전KDN（주）/에너지프로덕트（주）

(5) 定格出力(정격출력) : 54 MW (AC) 55.5768 MW (DC) (全て東京電力へ売電）

(6) 敷地面積(부지면적) : 1,290,000 ㎡

(7) 敷地海抜(부지해발) : 261 m – 398 m

(8) フェンス高さ(펜스 높이) : 1,8 m

(9) 運転開始日(운전개시일) : 2017年8月31日

2． 施設仕様 (시설 사양)

３． 保険契約条件 (보험계약 조건)

(１）財産保険(利益保険を含む) (재산보험(이익보험 포함))

① 保険の種類(보험종류) : 企業財産総合保険 (기업재산종합보험)

② 担保危険 : 火災、落雷、破裂・爆発、台風、風災、雪災、雹災、水災、地震、噴火、津波、労働争議・
暴動・騒擾、電気的・機械的事故、その他不測かつ突発的な事故

담보위험 : 화재, 낙뢰, 파열・폭발, 태풍, 풍해, 설해, 우박해, 수해, 지진, 분화, 쓰나미, 노동쟁의・
폭동・소요, 전기적・기계적사고, 기타 예측불가능하거나 돌발적인사고

③ 保険契約者(보험계약자) : 韓電KDN（株）

④ 被保険者(피보험자)

SectionⅠ 財産保険(재산보험)及び SectionⅡ 電気的機械事故(전기적 기계사고)

- 日立十王太陽光発電合同会社、韓電KDN（株）/エネルギープロダクト（株）出資者及びその関係者

히타치주오태양광발전합동회사, 한전KDN（주）/에너지프로덕트（주）출자자 및 그 관계자

- 出資者代表者、出資者のアドバイザー

출자자대표자, 출자자의 어드바이저

- その他関係者（各々が有する権利及び利害）

기타관계자（각각의 권리 및 이해）

SectionⅢ 利益保険(이익보험)

- 日立十王太陽光発電合同会社、出資者

히타치주오태양광발전합동회사, 출자자

区分 モジュール(모듈) PCS Special High Voltage Substation 架台(가대)

メーカー名
업체명 Hanwha Solar/LSIS ABB Takaoka Toko Co., Ltd　 -

型式/規格
형식/규격 Q.PRO-G3 255 PVS800-57-1000

HCTR-OS Three Phase
60Hz, Oil-immersed JIS-C8955

枚数/台数
매수/대수

179,280枚
(Hanwha 179,120 / LSIS 160) 54台 - -



- 出資者代表者、出資者のアドバイザー

출자자대표자, 출자자의 어드바이저

⑤ 保険の目的 (보험의 목적)

SectionⅠ 財産保険(재산보험)及び SectionⅡ電気的機械事故(전기적 기계사고)

(i) 発電機器/施設 (발전기기/시설)

被保険者に帰属する太陽光発電所の機械、変電所、機器、部品、鉄塔、材料、門、壁フェンス等全ての機器

・施設
피보험자에 귀속하는 태양광발전소의 기계, 변전소, 기기, 부품, 철탑, 재료, 문, 펜스 등 전체의 기기

・시설
(ⅱ) 土木構築物 (토목구축물)

被保険者に帰属する芝、表土、埋戻地、排水システム、擁壁、排水渠、サイト内道路、調整池付属施設等の

土木構築物。但し、未舗装道路、未舗装個所、芝生のない敷地、切土傾斜地を除く

피보험자에 귀속하는 잔디, 표토, 매립지, 배수시스템, 옹벽, 배수, 부지내도로, 조정지 부속시설 등의

토목구축물. 단, 미포장도로, 미포장개소, 잔디가 없는 부지, 절토경사면을 제외

SectionⅢ 利益保険(이익보험)

SectionⅠ及び SectionⅡの保険目的が本保険契約により担保される事故により物理的な損傷を被り

その結果発生する事業の中断または停止による喪失利益

SectionⅠ 및 SectionⅡ의 보험목적이 본 보험계약으로 담보되어지는 사고로 인해 물리적인 손상을

입고 그 결과발생이 되는 사업의 중단 또는 정지에 의한 상실이익

⑥ 保険期間(보험기간) : 2019年1月1日0時から(부터)2019年12月31日24時まで(까지)

⑦ 保険金額（消費税込み）(地震関連危険の補償限度は保険加入金額の全額と同一である)

보험금액（소비세 포함）(지진관련위험의 보상한도는 보험가입금액의 전액과 동일함)

⑧ 免責金額/待機期間 (면책금액/대기기간)

SectionⅠ 財産保険(재산보험)及び SectionⅡ 電気的機械事故(전기적 기계사고)（合算）

- 地震、噴火、津波　(지진, 분화, 쓰나미)　　 　 70,000,000円/一事故

- 地震、噴火、津波を除く自然災害 (지진, 분화, 쓰나미를 제외한 자연재해)

(i) 発電機器・施設 (발전기기・시설) 5,000,000円/一事故

(ii) 土木構築物 ( 토목건출물)　　　　 25,000,000円/一事故

- 落雷を含むその他すべての偶発的事故(낙뢰를 포함한 기타 우발적 사고) 1,000,000円/一事故

Section Ⅲ 利益保険(이익보험)（待機期間）(대기기간)

- 地震、噴火、津波 ( 지진, 분화, 쓰나미)　　 　　　　　　 　　　60 日間/一事故

- その他すべての偶発的事故 (기타 우발적 사고)　 　　　　　　　 21 日間/一事故

⑨ 準拠法/裁判管轄 (준거법/재판관할)

本保険契約にかかわる紛争については、日本の法律に準拠し日本の裁判所が裁判管轄権を有す

본 보험계약에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일본의 법률에 따라 일본의 재판소가 재판을 관할한다.

⑩ 適用地(적용지) : 茨城県日立市十王町高原1411-1 (이바리카현 히타치시 주오초 타카하라1411-1)

⑪ 保険条件(共通条項) (보험조건(공통조항))

- 企業財産総合保険証券(기업재산종합보험증권)（SectionⅠ,Ⅱ, Ⅲ)

Section Ⅰ & Section Ⅱ

(i) 発電機器・施設
발전기기・시설 JPY 13,158,003,646

(ii) 土木構築物

토목구출물
JPY 1,420,386,840

合計

합계
JPY 14,578,390,486

Section Ⅲ
利益保険

이익보험
JPY 2,630,000,000



- 日付変更免責条項(일자변경면책조항)

- IT確認条項(IT확인조항)

- サイバーリスク免責条項(사이버리스크 면책조항)

- サボタージュ及びテロ免責条項(사보타주 및 테러 면책조항)

- 送配電線免責条項(송배전선 면책조항)

- 電子データ確認条項(전자데이타 확인조항)

- 一事故の定義(1사고의 정의) （72時間）

- 保険填補限度額(보험보상한도액)：財産及び利益保険金額(재산 및 이익보험금액)

- 経済制裁免責条項(경제제재 면책조항)

- 被保険者間求償権放棄条項(피보험자간구상권포기조항)

- 保険金額自動復元条項(보험금액자동복원조항)（所定の追加保険料支払い）(소정의 추가보험료 지불)

⑫ 特別約款(특별약관) （SectionⅠ)

- 残骸物撤去・清掃費用担保(잔해물철거 청소비용담보)：一事故当たり50,000,000円を限度とし損害額の10 %

- 敷地内臨時移動危険担保(부지내 임시이동 위험담보)：一事故当たり 50,000,000円

- 小規模工事危険担保(소규모공사위험담보)：一事故当たり 100,000,000円

- 保険金額増額(보험금액증액)：限度額100,000,000円

- 消火費用担保(소화비용담보)：一事故当たり50,000,000円.

- 修理促進費用担保(수리촉진비용담보)：一事故当たり50,000,000円.

- 損害防止費用担保(손해방지비용담보)：一事故当たり50,000,000円.

- 公的機関の指示による追加費用担保(공적기관의 지시에 의한 추가비용담보)：一事故当たり10,000,000円.

- 建築士、サーベイヤー等専門家費用担保(건축사, 서베이어 등 전문가비용담보)：. 一事故当たり50,000,000円

- 火山灰による損害免責条項(화산재에 의한 손해면책조항)

- 地盤沈下、地滑り、土砂崩れ担保(지반침하, 산사태, 토사붕괴 담보)

（工事未着手地、土木工事未完成物は対象としない。外力に起因しない自然の地盤沈下、地滑り、

土砂崩れは不担保とする）

공사미착수지, 토목공사미완성물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외력에 기인하지 않는 자연의 지반침하, 산

사태, 토사붕괴는 불담보로 함）

- ストライキ・暴動・騒擾担保条項(스트라이크・폭동・소요담보조항 )

- 再調達価格をベースとする保険金支払条項(재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금지불 조항)（80％条項適用）

⑬ 特別約款(특별약관)（Section Ⅱ）

- 填補限度額(보상한도액)： Section I, II共通

- 敷地内臨時移動危険担保(부지내 임시이동 위험담보)：一事故当たり 20,000,000円

- 修理促進費用担保(수리촉진비용담보)：一事故当たり20,000,000円

- 建築士、サーベイヤー等専門家費用担保(건축사, 서베이어 등 전문가비용담보)：Section I と共通

- 免責金額(면책금액)： Section I と共通

- 協定保険価格(협정보험가격)：適用しない(적용하지 않는다)

- 再調達価格をベースとする保険金支払条項(재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금지불 조항)（80％条項適用）

⑭ 特別約款(특별약관) Section III

- 約定填補期間(약정보상기간)： 12か月(12개월)

- 滞留在庫(체류재고)：適用しない(적용하지 않는다)

- 保険金前払条項(보험금선불조항)

- 構外電力供給条項(구외전력공급조항)：適用しない(적용하지 않는다)

- 構外利益（顧客・部品供給者）条項(구외이익（고객・부품공급자）조항)：適用しない(적용하지 않는다)

- 小規模工事遅延損害不担保条項(소규모 공사지연 손해 부담보조항)

- 待機期間(대기기간)：地震、噴火、津波( 지진, 분화, 쓰나미) 60 日間/一事故

その他すべての偶発的事故(기타 우발적 사고) 21 日間/一事故



(２）賠償責任保険 (배상책임보험)

① 保険の種類(보험종류) : 賠償責任保険(배상책임보험)

② 保険契約者(보험계약자) : 韓電KDN（株）

③ 被保険者(피보험자)

- 日立十王太陽光発電合同会社、韓電KDN（株）/エネルギープロダクト（株）出資者及びその関係者

히타치주오태양광발전합동회사, 한전KDN（주）/에너지프로덕트（주）출자자 및 그 관계자

- 出資者代表者、出資者のアドバイザー

출자자대표자, 출자자의 어드바이저

- その他関係者（各々が有する権利及び利害）

기타관계자（각각의 권리 및 이해）

④ 適用地(적용지) : 茨城県日立市十王町高原1411-1 (이바라키현 히타치시 주오초 타카하라1411-1)

⑤ 対象リスク(대상리스크)

　　 日立十王太陽光発電所施設の所有・運営・維持・管理にともなう第三者の身体・財物に対する物理的な損傷に
係る法律上の損害賠償責任

　　 히타치주오태양광발전소 시설의 소유・운영・유지・관리에 따른 제3자의 신체・재물에 대한 물리적인

손해에 관련한 법률 상의 손해배상책임

⑥ 填補限度額 (対人・対物共通) 전보한도액 (대인・대물공통) 　5億円/1事故

⑦ 免責金額(対人・対物共通) 면책금액(대인・대물공통) 10万円/一事故 　　　

⑧ 保険期間 : 2019年1月1日0時から(부터)2019年12月31 日24時まで(까지)

⑨ 準拠法/裁判管轄(준거법/재판관할)

本保険契約にかかわる紛争については、日本の法律に準拠し日本の裁判所が裁判管轄権を有す

본 보험계약에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일본의 법률에 따라 일본의 재판소가 재판을 관할한다.

⑩ 保険条件(보험조건)

- 賠償責任保険証券(배상책임보험증권) –事故発生ベース (사고발생 기준)

- 生産物・作業完遂不担保条項(생산물・작업완수 부담보조항)

- 人格侵害不担保条項(인격침해 부담보조항)

- 懲罰的損害不担保条項(징벌적손해 부담보조항)

- 核燃料賠償責任不担保条項(핵연료배상책임 부담보조항)

- ガス賠償責任不担保条項(가스배상책임 부담보조항)

- 試運転に関するコンサルテイング過誤不担保条項(시운전에 관한 컨설팅 과오 부담보조항)

- 検査、検定、サーベイ危険不担保条項(검사, 검정, 서베이어 위험 부담보조항)

- エンジニア、建築士、サーベイヤー等専門職賠償責任不担保条項(엔지니어 건축사, 서베이어 등 전문직

배상책임 부담보조항)

- 爆発，倒壊、地下埋蔵物損害賠償責任不担保条項(폭발, 도괴, 지하매장물손해배상책임 부담보조항)

- 建物または構造の移動不担保条項(건축 또는 구조의 이동 부담보조항)

- 医療費不担保条項(의료비 부담보조항)

- 建設管理過誤不担保条項(건설관리과오 부담보조항)

- 受託物不担保条項(수탁물 부담보조항)

- 失火責任不担保条項(실화책임 부담보조항)

- 日付変更不担保条項(일자변경 부담보조항)

- 訴訟・応訴費用保険金額内枠条項(기소・응소 비용보험금액내 조항)

- テロ不担保条項(테러 부담보조항)

- 不正行為不担保条項(부정행위 부담보조항)

- 記名プロジェクトおよび所在地限定担保条項(기명 프로젝트 및 소재지 한정담보조항)

- 電磁波不担保条項(전자파 부담보조항)



- アスベスト不担保条項(석면 부담보조항)

- シリカ不担保条項(실리카 부담보조항)

- 交差責任条項(교차책임 조항)

- 経済制裁不担保条項(경제제재 부담보조항)

- 被保険者間求償権放棄条項.(피보험자간구상권포기조항)

４． 施設運営管理情報 (시설운영관리 정보)

(1) コントロールシステム(컨트롤 시스템)

施設の運営管理チームは、5名（電気技術者1名、KDN4名）により構成されている。サイト内オペレーション室に設置

されているSCADAモニタリングシステムにより発電量及び発電トラブルはリアルタイムでモニタリングされている。

시설의 운영관리팀은 5명（전기기술자1명, KDN4명）로 구성되어 있다. 사이트 내 오퍼레이션 실에

설치되어 있는 SCADA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발전량 및 발전트러블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다.

(2) 防火体制(방화체제)

敷地内各所に消火器が設置されている。敷地周囲に設置されているCCTVにより、サイト周辺の山火事その他異常事

態は、検知される。年1回消火訓練が行われている。日立市の最寄消防署までの距離は20km.

부지내 각소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부지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CCTV로 사이트주변의 산불, 기타

이상사태는 검지된다. 년 1회 소화훈련이 시행되고 있다. 히타치시의 근처소방서까지의 거리는 20km.

(3) 落雷対策(낙뢰대책)

主要機器にアースシステム（抵抗10Ω）が設置され、パネル架台に接続している。

주요기기에 접지시스템（저항10Ω）가 설치되어 있고, 패널가대에 접속하고 있다.

(4) その他(기타)

施設の安全管理は、エネルギープロダクト（株）により作成された契約書に基づき実施されている。

시설의 안전관리는, 에너지프로덕트（주）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의거하여 실시되어 있다.

  ※ 영문사양서는 요청시 별도 제공하여 드립니다. (英文仕様書は要請の際、別途提供致します。)

　　　　 　　　　　　　　　　　　　　　　　　　　　　　　以　上

　　　　 　　　　　　　　　　　　　　　　　　　　　　　

添付書類(첨부서류) ：

①　建設工事費内訳 (건설공사비내역)

②　年間売電計画 (년간매전계획)

③　設備機器配置図 (설비기기배치도)

④　Module架台設置図 (Module가대설치도)

⑤　埋設ケーブル配線図 (매설케이블배선도)

⑥　単線結線図 (단선결선도)

⑦　Module強度仕様書 (Module강도사양서)

⑧　機器仕様書 (기기사양서)

⑨　電力送電経路図 (전력송전경로도)

⑩　雨量浸透計算書 (우량침투계산서)

⑪　流域図 (유역도)

⑫　防災施設構造図 (방화시설구조도)

  ※ 첨부파일은 요청시 별도 제공하여 드립니다. (添付ファイルは要請の際、別途提供致します。)



입 찰 참 가 신 청 서 入 札 参 加 申 込 書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以下の内容のうち、該当される場合だけを記載してください

처리기간

(処理期間)

즉    시

(即    時)

신

청

인

(申

込
者)

상호 또는 법인명칭

商号又は法人名称
법인등록번호

法人登録番号
주              소

住              所

전  화 번 호

電  話 番 号
대      표      자

代      表      者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입찰

개요

(入札

概要)

입    찰   공   고

入    札   公   告

 (지명)  번   호

(指名)  番   号

  제               호

  第               号
입 찰 일 자

入 札 日 時
  20     .      .     .

입   찰   건   명

入   札   件   名

입찰

보증금

(入札

保証金)

납             부

納             付

․보증금율(保証金率) :                       %

․보 증 액(保証額) : 금(金)                   엔(円)(JPY             )

․보증금납부방법(保証金納付方法) : 

납   부   면   제

納   付   免   除

및 及び

지   급   확   약

支  払  い  確  約

․사유(事由)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本人は落札後、契約未締結時、貴社に落札金額に該当する所定の入札保証金を現金で納

付することを確約します。

대리인의 

사용인감

(代理人の

使用印鑑)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

임합니다

 本入札に関する一切の権限を次の者に委任します

 성        명(氏名) :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録番号)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本入札に使用する印鑑を次の通りに申告します

 

 사용인감(使用印鑑)                  (인(印))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사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 유의서 및 입

찰공고 상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本人は上の番号で公告(指名通知)をした貴社の一般(制限・指名)競争入札に参加しようと貴社で定めた入札留意書及び入札公

告の状況を全て承諾し、別添書類を添付して入札参加申込みを致します

 붙임서류 : 1.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添付資料 : 1. その他公告で定めた書類

 한전KDN주식회사 귀중(韓電KDN株式会社 御中)                     신청인(申込者)                    (인(印))

한전KDN 주식회사(韓電KDN株式会社)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入札保証金支給覚書

   공고번호(広告番号) :  미기입(未記入)

   입찰건명(入札件名) :  日本茨城県日立十王54MW 太陽光発電事業運営保険

귀사에서 시행하는 상기 입찰에서 당사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

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 사유

가 발생할 경우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

타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貴社より施行される上記入札にて、弊社が落札者として選定された後、正当な理由なしに契約

を締結しない、あるいは約定された期日以内に契約保証金を納付しないために入札保証金の貴

社帰属事由が発生した場合、入札金額の5％に当該する金額を貴社へ即時現金で納付し、その

他入札保証金の貴社帰属事由による如何なる措置についても貴社の決定または要求に従うこと

を確約いたします。

 2018年   月    日

 주소(住所) : 

 상호(商号) : 

 대표자(代表者) :                             (인 印) 

한전KDN(주) 대표이사 귀하

韓電KDN(株) 代表取締役 殿



위임장 委任状
귀 한전KDN(주)와의 입찰 및 계약체결에 있어 당사 소속아래 직원을 선임하고

貴韓電KDN(株)との入札及び契約締結において当社所属の下の職員を選任し

등록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합니다.

登録に随伴される全ての行為に従う権限を委任します。

○건 명(件 名) :

 

소   속

(所   属)

직   위

(職   位)

성   명

(氏   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123456-1******

                   2018.    .    .

                         주    소(住    所) : 

                       

                         상    호(商    号) : 

                       

                         대 표 자(代 表 者) : 



청렴 계약 이행 각서 清廉契約履行覚書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한전케이디엔(주)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이하 계약상대자 포함)가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第1条(目的) この清廉契約履行覚書は韓電KDN(株)が発注する全ての工事・用役・物品購買等の入札及び契約締結と関連し、入札参
加者(以下、契約相手者を含む)が契約一般条件以外に清廉契約のための内容を特別に規程したのを目的とします。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입찰참가자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

도 관련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第2条(清廉契約履行遵守義務) 入札参加者は工事・用役・物品購買等の入札・落札・契約締結及び契約履行と関連し、如何なる名分

があっても関連職員に直・間接的に金品・饗応など(親類縁者等における不正した就業を含む)の不当な利益を提供いたしません。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

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これを違反した場合、当該の入札の件に対して契約締結以前の場合には落札者の決定取消し、契約履行前には契約取消し、契約履行以降

には当該の契約の全て又は一部を解除・解約しても甘受し、民・刑事上の異義を提起したしません。   

제3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전케이디엔(주) 등록업체 취소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기간 동안 한전케이디엔(주)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第3条(入札参加資格の制限) ① 入札・契約締結及び契約履行の課程で関連職員に直・間接てきに金品・饗応など(親類縁者等における

不正した就業を含む)の不当な利益を提供いたしませんし、これを違反した際には韓電KDN(株)の登録業者取消しと入札参加資格の制限処
分期間の間、韓電KDN(株)で施行される入札に参加いたしません。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전케이디엔(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으며,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② 第1項に規程に基づき、入札参加者資格を制限する韓電KDN(株)を相手に損害賠償を請求せず、排除する入札に関して如何なる民・刑

事上の異義を提起したしません。

제4조(한전케이디엔(주) 2직급 이상 퇴직직원 채용 유의 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전

케이디엔(주)의 임원, 1(갑), 1(을), 2직급 퇴직직원을 채용(대표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준공 (납품)시 

까지 포함) (2015. 3. 1 기준)

第4条(韓電KDN(株)の2職級以上の退職職員採用の留意事項) ① 入札参加者は退職日から2年が経過してない韓電KDN(株)の役

員、1(甲)、1(乙)、2職級の退職職員を採用(代表者を含む)いたしません。(契約締結後以降の竣工(納品)時まで含む) (2015. 3. 

1 基準)

② 입찰참가자가 한전케이디엔(주) 퇴직자 영입 확인서에 대하여 허위 제출 또는 미제출 등을 한 경우에는 한전케이디엔(주)

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② 入札参加者が韓電KDN(株)の退職者のスカウト確認書に対して、虚偽提出又は未提出等をした場合には韓電KDN(株)の不正当業者の入

札参加制限等の措置に如何なる異義も提起したしません。

제5조(입찰담합손해배상 등)  ①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

과 사전에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

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第5条(入札談合損害賠償等)  ① 入札に関連し入札価格又は特定人の落札のための談合など如何なる事項に対しても競争者らと事前に

協議、連絡、合意調整などを行った事実がないことを誓約するのと同時に、以降も自由競争を不定に阻害する一切の不公平な行為をい

たしません。



 1.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 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

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これを違反し、入札執行中又は入札執行後に公正取引委員会の決定又は裁判所の判決に従い談合事実が認定される場合には入札

取消し、入札無効、契約解除・解約、工事の中止、損害賠償の請求、公正取引委員会の通知、検察の告発などの一切の措置をとって

も民・刑事上の異義を提起したしません。

 2.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競争入札に関連した談合で韓電KDN(株)に損害を与えた場合には、次の各号の金額を賠償いたします。

  가.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イ. 談合によって決定された落札価格が談合がない場合、形成されただろうと認定される価格の差額

  나.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ロ. 談合により入札が流札された場合、入札公告及び現場説明会開催など、再入札の手続きによって所要される各種行政費用

  다. 기타 한전케이디엔(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ハ. その他韓電KDN(株)が立証する談合による有・無形の損害

 3. “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2」号でもかかわらず、具体的な損害額を算定するのが困難或は不可能な場合には契約金額の10%を賠償いたします。

 4. “2호” 내지 “3호”의 배상액은 한전케이디엔(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한전케이디엔(주)가 지급해야할 채무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号」や「3号」の賠償額は韓電KDN(株)が請求した日から60日以内に納付なくてはならない。この期間内に納付しない場合には

韓電KDN(株)が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債務から優先に差引かれても民・刑事上の異義を提起したしません。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

습니다.

第6条(その他事項) ① 入札参加者の役・職員(下請会社も含む)と代理人が関連職員に賄賂を提供或は談合など不公平な行為を行わない

ようにする業者倫理綱領と内部不正の情報提供者に対しても一切の不利益処分を行わない社規を制定するよう積極的に努力いたしま

す。

② 위 모든 조항에 대한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대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한전케이디엔(주)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으며,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② 上の全ての条項における誓約は相互信頼をともにした約束で必ず守ることであり、落札者として決定された際に本誓約の内容通り

契約し履行して、入札参加資格の制限、契約解除・解約など貴社の措置と関連し、入札参加者は韓電KDN(株)を相手に損害賠償を請求い

たしません。排除する入札に関して民・刑事上の如何なる異議も提起しないことを確認します。

                                              동 의 자(同 意 者) :                               (인(印))

                                                       



 

입 찰 서  入 札 書

  본 입찰서가 귀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본 계약관련 서류상의 모든 조건에 따라 위 입찰금

액으로 계약기간동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本入札書が貴社に基づき受諾されれば、本契約関連書類上の全ての条件に従い上の入札金額

で契約期間の間、契約上の義務を履行することを確約し本入札書を提出いたします。

  2018    .     .     .

주    소 (住 所) ： 

상    호 (商 号) ： 

대 표 자 (代表者) ：                          (인 印) 

    

 ※ 주의사항(注意事項)

　 1. 입찰서에는 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을 엔화(JPY)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入札書には消費税を含めた金額を円貨(JPY)で記載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2. 입찰서와 보험견적서(산출내역서) 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入札書と保険見積書(算出内訳書)金額が相異なる場合には無効となります。

   3. 기재된 금액이 불명확하고 금액란의 정정을 하고 있는 것 등은 무효가 됩니다

　    記載された金額が不明確で金額欄の訂正をしてあるもの等は無効となります。

   4. 법인인감증명상의 인감 또는 위임장의 원인감과 상이할 때는 무효가 됩니다

      法人印鑑証明上の印鑑又は委任状の元印鑑と相違する場合には無効となります。

入 札 件 名

입 찰 건 명

일본 이바라키현 히타치주오 54MW 태양광발전사업 운영보험
日本茨城県日立十王54MW太陽光発電事業運営保険

入 札 金 額

입 찰 금 액

十 億 千 百 十 万 千 百 十 円

집행자확인

執行者確認

감사입회확인

監査立会確認



입찰(수의시담)유의서
入札(随意示談)留意書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한전KDN주식회사(이하 “발주자”라고 한다.)가 행하는『일본 이바라키현 히타치 

주오 54MW 태양광발전사업 운영보험』대한 입찰 및 수의시담(이하 “입찰”이라 한다)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1 条 (目的) この留意書は韓電KDN株式会社(以下「発注者」と言う)が行う『日本茨城県日立十王54MW太陽

光発電事業運営保険』における入札及び随意示談(以下「入札」と言う)において当該入札に参加を行う者が留意し

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の定めを目的とする。

제 2 조 (적용범위) 이 유의서는 발주자가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적용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한국내 법률 

및 당사의 계약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第 2 条 (適用範囲) この留意書は発注者が行う契約に対する入札に適用し、これに関連するすべての事項は韓国
内の法律及び当社の契約規程の適用を受ける。

제 3 조 (입찰참가자격) ① 당해 보험의 입찰참가자격은 다음의 1. 또는 2. 및 3.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한다.

第 3 条 (入札参加資格) ① 当該における保険の入札参加資格は次の1.又は2.及び3.のふたつの要件を全て充足さ

せなければならない。

  1. 일본의 보험업법 상의 허가를 받은 일본 손해보험 사업사 본사 

     日本の保険業法上の許可を得た日本損害保険事業社の本社 

  2. 일본내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일본내 지점 대표

     日本内の許可役所の許可を得た外国保険会社の日本内支店代表

  3. 최근 3년내 국제신용 등급을 보유중인 보험사

  3. 最近3年内の国際信用格付けを保有中である保険会社

② 관계법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関係法令やこれによる処分で入札参加者に制限又は停止された者は入札に参加できない。

제 4 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의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

건, 입찰ㆍ계약 관련규정 및 관련 법령 등을 숙지ㆍ준수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

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第 4 条 (関係法令などの熟知) ① 入札に参加を行おうとする者は発注者の入札公告、入札留意書、契約一般条
件、入札・契約の関連規程及び関連法令等を熟知・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に従わず発生したすべての不利

益における責任は入札者に有る。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자에 그 설명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入札に参加を行おうとする者は第1項の規程による入札に関する書類の検討課程で発見された入札に関する書

類上の錯誤、漏れ事項又はその他説明が要求される事項については入札締切日の前日まで発注者にその説明を要

求できる。

제 5 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第 5 条 (入札参加の申込み) ① 入札に参加を行おうとする者は入札公告等に指定された期間内に次の各号の書類



を提出し入札参加の申込み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1. 입찰참가신청서 入札参加申込書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入札保証金支払い覚書

  3. 위임장(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委任状(代理人が訪問した場合)

  4.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その他公告として要求された書類

제 6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신청마감일시(마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

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관계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 6 条 (入札保証金) ① 入札に参加を行おうとする者は入札申込みの締切日(締切日が公休日の時は前日)までに

入札金額の100分の5以上の入札保証金支払い覚書を関係職員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된다. 

② 落札者が所定の期限内に契約を締結できない場合は、当該における入札保証金は発注者が帰属される。  

제 7 조 (입   찰)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第 7 条 (入   札) ① 入札参加申込みを行わない者は入札に参加できない。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入札参加申込書の提出時、代理人を指定した場合にはその代理人も入札に参加できる。

③ 입찰 및 입찰대리위임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사용인감으로 등록된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시에 제출한 인

감으로 하여야 한다. 

③ 入札及び入札代理委任状で使用する印鑑は使用印鑑として登録された印鑑又は入札参加申込み時に提出した印

鑑で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④ 발주자의 발주계약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

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④ 発注者の発注契約規程による不正業者として入札参加資格を制限されている者は第3項の規程による代理人と

してできない。

제 8 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 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第 8 条 (入札書の作成) ① 入札書は所定の書式に基づき作成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入札金額は総額又は単価を

表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入札書の記載事項のうち、抹消又は訂正した所がある場合には入札に使用した印鑑で捺印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9 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第 9 条 (入札書の提出) ① 入札書は一人一通だけ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입찰서는 입찰공고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제출한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入札書は入札公告等に許容している方法で提出する。この場合、郵送中の紛失、毀損又は遅延に対して発注者

は責任を負わない。

③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개찰 전에 입찰자가 중대한 실수 또는 착

오로 인한 입찰을 이유로 교환․변경 또는 취소를 온라인, 전자우편, FAX 등 문서에 의해 요청하고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入札者が提出した入札書は交換・変更又は取消しはできない。但し、改札前に入札者が重大な手違い又は錯誤

による入札を理由に交換・変更又は取消しをオンライン、電子郵便、FAX等の文書によって要請して契約担当者が

これを認めた場合にはそうされない。 

제 10 조 (낙찰의 결정) ① 발주자의 발주계약규정 ‘4. 낙찰자 결정방법’ 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第 10 条 (落札の決定) ① 発注者の発注契約規程「4. 落札者決定方法」によって落札者を決定する。

② 입찰의 결과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入札の結果、落札者になる同価の入札者が二人以上の場合には抽選で落札者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11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第 11 条 (競争入札の成立)  競争入札は二人以上の有効な入札として成立する。

제 12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第 12 条 (入札の無効) 次の各号の1に該当する入札は無効とする。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入札参加資格がない者又は代理権がない者が行った入札

  2. 소정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정한 일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所定の入札保証金支払い覚書を決めた日時まで提出せずに行った入札

  3.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우편입찰 또는 상시입찰 접수마감일

시까지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서를 포함한다)

     入札書が所定の日時まで所定の入札場所に到着できなかった入札(郵便入札又は常時入札の受付け締切日まで

到着できない入札書を含む)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同一事項に対し同一人が2通以上の入札書を提出した入札

  5. 입찰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

     入札書の記載事項を訂正した後、訂正捺印の漏れをした場合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談合或は他人の競争参加を妨害又は関係職員の業務執行を妨害した者の入札

  7. 입찰서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入札書の記名捺印がない入札(入札参加申込書の提出時の印鑑と異なる印鑑で捺印された場合も含む)

  8. 입찰서에 기재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

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入札書に記載された重要部分に錯誤が有ることを理由で改札現場で入札者が入札の取消しの意思を表したも

のとして契約担当者がこれを認定した入札

  9.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입찰

     所定の入札書を使用しない或は入札書の金額をアラビア数字だけで記載した入札

  10.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

지 아니한 입찰

      入札書と共に算出内訳書を提出しない入札及び入札書上の金額と算出内訳書上の金額が一致しない入札

제 13 조 (입찰의 연기)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한다.

第 13 条 (入札の延期) ① 発注者は必要な場合には入札公告等で予定されてた入札又は改札の日時を延期でき

る。この時はその事由と延期日時を入札者に通知する。

② 제1항의 입찰연기의 경우에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입찰서 등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

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② 第1項の入札延期の場合で、既に有効に提出された入札書等は延期された入札に有効に受付けされた事とみな

して再度提出はできない。

③ 입찰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入札者は第1項の規程に基づき、延期によって発生した追加費用はこれを発注者に請求できない。

제 14 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직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



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

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第 14 条 (再入札及び再公告入札) ① 契約担当職員は競争入札にあって二人以上の有効な入札者がない或は落札

者がない場合には同じ場所で再入札を行う。この場合、新しい入札に見ず、入札者又は入札回数の制限を受けない。

②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再入札は最初入札参加申込みを行い、入札参加資格の承認を得た者に限って参加ができ、再入札に参与しよ

うとする者は新たに決めた入札締切り時間内に入札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에 부칠 수 있다.

③ 入札が成立しない或は落札者がない場合又は落札者が契約を締結できない場合には再公告入札を行う。

제 15 조 (낙찰자 결정) 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최저보험료를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第 15 条 (落札者決定) ① 第12条 各号の1に該当する事由がない者で最低保険料を提示した入札者を落札者とし

て決定する。

② 최저보험료를 제시한 입찰자가 2개사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最低保険料を提示した入札者が2社以上の場合は抽選に基づき落札者を決定する。

③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거나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

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동의하며 입찰에 참여한다고 간주한다.

③ 発注者は必要だと認定した場合、落札者を決定しない或は再公告入札を行う。その場合、入札者は如何なる

異義も提起しないことを同意し入札に参与すると見なす。

제 16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발주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第 16 条 (契約の締結) ① 落札者は発注者から落札通知を受けた後5日以内に保険契約を締結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서류를 계

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第1項の規程に基づき、発注者と契約を締結しようとする者は関係法令に基づき、必要とする書類を契約担当
者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③ 落札者が正当な理由なしに第1項の規程に基づく保険契約を締結しない場合には発注者から当該の落札取消

し措置を受ける。

제 17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날인함으로써 확정되며, 보험회사에 보

험료를 납부한 후 계약기간일(보험가입기간 개시일)로부터 성립된다.

第 17 条 (契約の成立) 契約は発注者と契約相手者が契約書を作成・捺印したことによって確定され、保険会社

から保険料を納付した後、契約期間日(保険加入期間開始日)から成立される。

제 18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발주자의 발주계약규정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 18 条 (不正当業者の入札参加の資格制限) 発注者の発注契約規程「9. 不正当業者の入札参加資格の制限」

での定めに従う。

제 19 조 (청렴계약 등 준수 의무) ①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청렴 계약 등 준수 의무를 진다.

第 19 条 (清廉契約等の遵守義務) ① 入札参加者又は契約相手者は清廉契約等の遵守義務を負う。

②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전



케이디엔(주)의 직무관련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한전케이디엔(주)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주지 아니한다.

② 入札、落札、契約締結又は契約履行等の課程(竣工・納品以降を含む)で如何なる名分であれ、韓電KDN(株)の

職務関連者[契約部署、需要部署及び請求部署の部署長及びその所属職員と韓電KDN(株)の代理人及びその役職員

を含む]に直接的・間接的に金品・饗応など(親類縁者などにおける不正を行った就業提供を含む)を渡さない。

제 20 조 (한전케이디엔(주) 2직급 이상 퇴직직원 채용 유의 사항)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

전케이디엔(주)의 임원, 1(갑), 1(을), 2직급 퇴직직원을 채용(대표자 포함)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第 20 条 (韓電KDN(株) 2職級以上の退職職員の採用留意事項) 退職日から2年が経過してない韓電KDN(株)の

役人、1(甲)、1(乙)、2職級の退職職員を採用(代表者を含む)した業者とは随意契約を締結できない。

제21조 (낙찰 취소 등)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19조 및 제 20조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전케이

디엔(주)는 해당 입찰 또는 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등을 할 수 있다.

第21条 (落札取消し等) 入札参加者又は契約相手者が 第19条 及び 第20条を守らない場合には、韓電KDN(株)は

該当入札又は落札の取消し、契約の解除・解約又は不正当業者の入札参加制限などができる。

제 22 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당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

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第 22 条 (秘密維持の義務) 入札者は当社から配布された入札に関する書類又は各種資料及び入札課程で得

た情報を当該の入札外の目的で使用してはいけない。

제 23 조 (기타사항) 입찰공고내용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 관계법

규, 발주자의 발주계약규정 등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 23 条 (その他の事項) 入札公告内容及びこの留意書で明示されていないその他の事項に対しては、国家契約関
連法規、発注者の発注契約規程など発注者が決めたのものに基づ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