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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                                                           입찰 방법 
 
현재부터 4월 14일 까지           http://www.cckbid.com                               cckbid.com(E-Solnet) 통해서 입찰  
                                                         https://contracting.korea.army.mil           RFPCustodian@korea.army.mil 로 전송 
 
 
 
4월15일 부터 5월 14일까지    http://www.cckbid.com                               cckbid.com(E-Solnet)  통해서 입찰  
                                                         https://contracting.korea.army.mil           RFPCustodian@korea.army.mil 로 전송 
                                                         https://acquisition.army.mil                 ASFI 통해서 입찰 
 
 
5월 15일 부터-                             https://acquistion.army.mil                ASFI 통해서 입찰      
    
   

입찰서 공고 및 입찰 방법 

http://www.cckbid.com/
https://contracting.korea.army.mil/
mailto:RFPCustodian@korea.army.mil
http://www.cckbid.com/
https://contracting.korea.army.mil/
mailto:RFPCustodian@korea.army.mil
https://acquisition.army.mil/
https://acquistion.army.mil/


The Army Single Face to Industry (ASFI) 
Acquisition Business Web Site 
(https://acquisition.army.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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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8군 계약 사령부와의 거래를 위한 입찰 안내입니다. 

 
 

•  별도의 사전 등록없이 CCR (Central Contract Registration) 에  
   정상적으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부여받은 CAGE Code 와 MPIN만으로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cquisition.army.mil/asfi


 

 

 

4 

Click 하여 현재 공고된 입찰서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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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TH CSB (PARC Korea)를 선택하여  주한 미 8군 계약처에서 
공고한 입찰서를  검색합니다. 

411th CSB를 선택하면  주한 미8군 계약처에서 공고한 모든 
입찰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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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Click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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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날짜 기준으로   
이후 5일동안은 Cancelled 
표시가 되어 계속 공지됩니다. 

입찰 번호을 click하여 입찰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FSC Code 로 계약의 종류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Supply:     모두 숫자로 표시합니다. (2320) 
• Service: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R499) 
• Construction:  주로 알파벳 Y, Z, C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로 
Y249, Z244, C11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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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하여 입찰서를 확인합니다. 

담당자의 연락처입니다. 

입찰서 마감 날짜입니다. 



10 



11 

Click하여 입찰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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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R에 등록된 CAGE Code와 MPIN 을 입력하고 Click 하여 다음 화면으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MPIN에 관한 정보는 link된 CCR website Top Frequently Asked Questions을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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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Data을 입력한 후 Click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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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할 별첨 file의 제목을 기재하고 한번에 쵀대 5개의 file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전송할  file 제목을 기재하고 click하여 file을 upload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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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할 별첨 file의 제목을 기재하고 한번에 쵀대 5개의 file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File 이  정상적으로 upload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click 하여 file을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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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할 별첨 file의 제목을 기재하고 한번에 쵀대 5개의 file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Click하여 추가로 file을 upload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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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화일이 upload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Click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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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첨가하거나 삭제할 file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화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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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확인이 끝난 후 click하여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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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며 전송기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전송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십시요. Price Quote Number가 
없으면 입찰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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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시간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표시되므로 실제  
전송시간과 다르게 보여지나 다음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실제 계약관에게 접수되는 시간과 접수가 되었다는 
통보 메일은 입찰자가 보낸 한국 현지 시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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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에게 접수된 한국 현지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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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첨부시 유의 사항 
 

 

•   전송하는 file의  크기가 10MB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작은 file로 나누어서   
    전송하십시요. 
  
•   File name에 ‘’, lb, % , 빈 여백등 특수 기호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십시요. 
 
•   File name은 반드시 영문으로 하셔야 합니다.  
   
•   Virus check program을 통해 scan한  file만 전송하십시요. 
   
•   Microsoft 2007 사용자는 반드시 Office 97-2003 으로save 해서 전송하셔야 합니다.    
  
•   첨부한 file type에 유의하십시요.  mpp. Jpeg, cal, ppt, rtf, jpg, dwf, dwg, xls, pdf, zip, txt, doc 
    외에 다른 type 예를 들어 hwp 는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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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화일의 용량이 초과되어 upload 에 실패한 
경우이므로 작은 file로 나누어 다시 upload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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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pptx, .xlsx, hwp 등 허용되지 않는 file type은 정상적으로 
upload되지 않습니다. 

file name은 여백(space)없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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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name이 한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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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upload 되었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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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을 열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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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창이  뜨면서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으므로 
반드시 영문 file name 으로 재  첨부, 전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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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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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위해 user data를 입력한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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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하였던 내역을 볼 수 있으며  입찰 후 60일 동안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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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contract을  볼 수 있습니다. 

입찰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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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th CSB를 선택합니다 

Click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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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