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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입찰분석프로그램의확률유지방법을말 드립니다.
베스트입찰은 나라장터가 생기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입찰분석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나라장터및입찰사이트의시스템구조를파악한통계정보를제공하 으며, 15년
간고객들과의꾸준한커뮤니케이션으로분석방법의혁신적발전을이루어, 입찰분석을좀
더쉽게하면서더나은확률의프로그램을제공하게되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을사용하면무조건답을맞출수있습니다.’는아닙니다. 하지만, 입찰분석
에대한담당자들의노력을헛되게하지는않습니다. 

그바탕에는입찰분석에대한올바른통계프로그램과담당자에게깨달음을주는입찰교육
이있기때문입니다. 

낙찰보장제를실시하는입찰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입찰정보회사나대행업체중낙찰보장제를실시했던업체가있었습니까?

베스트입찰은계약기간동안베스트입찰에서제공하는분석방법과요건을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낙찰이안되면환불해드리겠습니다.

과연이러한방법이가능한이유가무엇일까요?

17년간시스템을운 하면서고객사의낙찰률에대한확실한자신이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방식을뛰어넘는입찰에대한노하우와올바른분석에확신이있기때문입니다.

베스트입찰의교육은낙찰을위한교육입니다.
기존의업체들이수많은입찰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입찰교육대부분이초보적
인 지식전달과적격심사가중심이된교육입니다. 담당자입장에서는아쉬운부분이너무나
많은 교육입니다.

입찰담당자가가장절실히원하는교육은첫째도낙찰, 둘째도낙찰을위한교육일겁니다.
입찰에대한담당자들간의교류가거의 이루어지지않는현실을고려해볼때입찰에대한
현실적인교육이절실히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입찰담당자들의 낙찰에 대한 안타까움을 해결하고자 베스트입찰은 17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한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교육에대해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네이버카페입찰분석동호회(http://cafe.naver.com/bestbid)를방문해보세요.
정기적으로입찰분석에대해무료교육도실시하고있습니다.

1. 입찰정보회사들의발주처분석은이제그만!!

보통의사이트들이전자입찰이전에있어왔던, 발주처별로분석하는방식을취하고있습니다.
과연 전자입찰 16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일까요?

나라장터를만들었던설계자라면모두들발주처별로자료를분석하고있는데, 발주처별로
분석이가능하도록만들지는않았을것입니다. 한예로써연말이되면지역전체의큰금액
공사들의낙찰률이크게상승하거나크게하락하는것을 확인할수있었을겁니다. 
이것은단순히발주처로만분석하는것으로는그구조를파악할수없다는것입니다.

베스트입찰은입찰발주사이트의구조를파악하여그와가장근접한방식으로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을제공합니다.

2. 내가알고자하는업체들전부를한방에처리!!

경쟁업체분석시에타프로그램들은상호를입력해서해당내용을파악하는형식입니다. 
이방식으로는지금내가투찰하고자하는사정률에어떤경쟁업체들이있을지파악하는데,
과도한시간과노력이투자되며, 상대업체들의성향을정확하게파악하기힘듭니다.

베스트입찰은예로써해당지역의업종전체의투찰성향을한꺼번에파악하여귀사의투찰률
에서경쟁업체들의고정성향, 투찰성향변화, 시간변화에따른분석등모든내용을한눈에,
그것도단몇초만에파악하도록하 습니다.

베스트입찰의업체분석은아쉬운2, 3순위를1순위로올려드릴것입니다.

베스트입찰의분석은누가들어봐도수긍이가는합리적분석방법입니다.
이당연한합리성이고객분의확률을높여드립니다.

입찰에있어서운이필요하신분에게베스트입찰은필요없습니다.
입찰에있어서꾸준한확률이필요하신분은지금바로전화하세요.

무료전화 080-866-0707

베스트입찰프로그램을쓰고

낙찰이 안되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베스트입찰의

분석방법은특별하여낙찰률이높습니다.

건설·세무일정표

입찰
관련
주요
사이트

월 일 행사 / 업무 해당기관
1 25 부가가치세확정신고납부 세무서
1 31 종합소득세중간예납분납부 / 등록면허세납부 세무서

9월말결산법인법인세분지방소득세신고납부
2 15 실적신고 / 공사실적마감 건설(전문건설) 협회
2 28 6월말결산법인법인세중간예납 /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 세무서

일용근로자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 / 지급명세서제출
3 31 12월말결산법인법인세 신고납부 / 공익법인세무보고서제출 세무서
4 15 실적신고 - 재무제표 건설(전문건설) 협회
4 25 부가가치세확정신고납부 세무서
4 30 일용근로자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 세무서

12월말결산법인법인세분지방소득세신고납부
5월중 개별공시지가고시 건설교통부
5 31 상호협력평가결과발표 대한건설협회
5 31 9월말결산법인법인세중간예납 / 종합소득세신고납부 세무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 / 소득세분지방소득세신고납부
6 1 일반건설업실적확인서발급시작 대한건설협회
6 30 3월말결산법인법인세신고납부 / 소사업자원천세반기별납부 세무서

간이과세포기신고 / 자동차세납부
7 1 일반전문경 상태확인서발급시작 건설(전문건설) 협회

전문건설업실적확인서발급시작 전문건설협회
경 상태평균비율발표 해당협회

7 25 부가가치세확정신고납부 세무서
7 31 시공능력평가액공시 해당협회
7 31 종합소득세분납 / 일용근로자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 세무서

3월말결산법인법인세신고납부 / 재산세납부주민세신고납부
8 1 시공능력평가액건설수첩기재시작 해당협회
8 31 12월말결산법인법인세중간예납 /  양도소득세주민세납부 세무서
9 30 6월말결산법인법인세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신고 세무서

임대주택합산배제신고 / 재산세납부
10 25 부가가치세확정신고납부 세무서
10 31 일용근로자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 세무서

6월말결산법인법인세분지방소득세신고납부
11 30 3월말결산법인법인세중간예납 /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 세무서

종합소득세중간예납세액납부및중간예납추계액신고
12 15 종합부동산세납부 세무서
12 31 9월말결산법인법인세신고납부 / 소사업자원천세반기별납부 세무서

자동차세납부

매 3년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관한신고(주기적신고) 등록관청
등기후 3년이내 주식회사이사, 감사중임등기 상업등기소
매월 10일 4대보험료납부, 원천세신고납부 보험공단지사 / 세무서

나라장터 www.g2b.go.kr 1588-0800
한국전력 srm.kepco.net 02-3456-1247~9  
토지주택공사 ebid.lh.or.kr 031-738-8542
국방전자조달 www.d2b.go.kr 02-2079-1118
도로공사 ebid.ex.co.kr 1588-2504 / 02-2230-4114
철도시설공단 ebid.krnetwork.or.kr 042-607-5114~5
수자원공사 ebid.kwater.or.kr 042-629-2430
마사회 ebid.kra.co.kr 02-6006-1114
수력원자력 ebiz.khnp.co.kr 02-2194-2367~8 / 2384
가스공사 bid.kogas.or.kr 031-784-6577 / 6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