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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청사 -협력업체관리



원청사 – 협력업체관리 |

세팅된원청사계정으로
로그인을진행합니다.

로그인페이지



원청사 – 협력업체관리 |

“원청업체(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원청 업체의 계정으로 “원청 업체(관리자)” 의 화면 뿐만 아니라, “하도급(사용자)”업체들의 페이지도 확인이 가능하여,    

원청 업체가 올린 공고가 정상적으로 “하도급(사용자)업체” 들에게 공고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청업체(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관리자

관리자(하도급업체) 화면



원청사 – 협력업체관리 |

하도급 업체의 승인 /  미 승인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 승인 / 승인 업체의 기본정보

및 경영상태에 중요한 정보를

간략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업체관리



사업자 번호를 누르면, 

업체에 대한 세부 데이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협력(하청) 업체관리 | 업체관리_세부데이터



원청사 – 협력업체관리 |

승인대기 중인 업체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체 승인이 가능합니다.

G2B 정보조회를 한 업체혹은

info21c 에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승인 전

기본적인

“기업정보” , “경영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업체관리_승인요청



원청사 – 협력업체관리 |

승인 된 업체 중, 

관리자(원청업체)로부터

삭제된 업체 리스트를

확인 가능합니다.

삭제된업체 리스트



2. 원청사 – 하도급 공고관리



원청사 – 하도급공고관리 |

- “입찰 대기” 아이콘 클릭 시 “
“입찰 개시” 로 공고 상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입찰이 마감된 공고를 표시합니다.
(** “공고등록”시 설정된 입찰 마감
일에 따라 자동으로 입찰공고가 마감됩니다.)

- 공고 참여업체가 없을 시 (마감일
이후)자동으로 유찰됩니다.

**입찰공고를 등록합니다.

아이콘 출력을 통한 현재의

입찰상태 확인으로

손쉽게 공고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개찰된 공고를 표시합니다 .

공고관리페이지



원청사 – 하도급공고관리 | 공고등록페이지 上

최초 공고등록시

입찰대기 상태로 진행되며

공고명 / 업종/ 낙찰방법/ 입찰마감일

(필수정보)를 입력합니다.



원청사 – 하도급공고관리 | 공고등록페이지 下

입찰공고에 필요한

(기타사항, 내역서, 도면, 시방서..파일 등)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원청사 – 하도급공고관리 |

“개찰” 탭 에서 공고에 투찰한

“하도급 업체” 와 “입찰금액, 

첨부파일”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투찰한 업체들의 공내역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낙찰 할 업체 선택 후

버튼 을 클릭하면

해당 업체가 최종 낙찰업체로

지정됩니다.

입찰마감공고



원청사 – 하도급공고관리 |

※ 견적대비표변환을위해서는몇가지규칙을필요로합니다.

1) 컬럼은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총 4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업체에 따라 컬럼의 이름이 상이할 수 있으나, 

총 4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야 함.)

2) “단위” , “수량” 컬럼은 앞에 위치해야 합니다.

내역서의 시트 이름명에는 “특수기호“

또는 “숫자” 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반드시 “내역＂ 또는 “내역서” 의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견적대비표변환



원청사 – 하도급공고관리 |

최종 개찰 된 공고와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찰공고



3. 협력사 – 하도급 협력업체가입



협력사 – 하도급협력업체가입 |

해당 버튼을 클릭 후

회원가입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로그인페이지



협력사 – 하도급협력업체가입 |

사업자번호 중복 확인 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사업자번호는 로그인 아이디로 활용됩니다.

회원가입페이지



협력사 – 하도급협력업체가입 |

회원가입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회원가입페이지



협력사 – 하도급협력업체가입 |

G2B 자기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와

추가적인 기업정보(실적 데이터)를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에서 정보 입력 후 대기 상태로 되며, 원청사의 승인 완료 후 입찰공고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업정보등록 페이지



협력사 – 하도급협력업체가입 |

면허가 없는 업체는 수동

입력을 통해 데이터 입력이

가능합니다.

※ G2B 자기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와 기업의 데이터를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있는 업체는 G2B 

자기정보 조회를 통해 데이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G2B 자기정보 등록



협력사 – 하도급협력업체가입 |

Active X 설치 후 나라장터

사이트 이동 및 나오는 화면에

따라 진행합니다.

G2B자기 정보등록하기_ 면허가있는 업체



협력사 – 하도급협력업체가입 |

면허가 없는 업체는 수동

입력 후 “저장하기”를 합니다.

*** 수동 입력 후 원청사에

데이터가 업로드 됩니다.

G2B자기 정보등록하기_ 면허가없는 업체



협력사 – 하도급협력업체가입 |

승인이 완료되면

원청사의 전자입찰에

정상적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