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1] 

제안 참가 신청서 

DB Inc. 귀중 

당사는 귀사에서 실시하는“2022년 DB그룹 다이어리 제작대행사 선정  

입찰”제안에 참가함에 있어 귀사에서 제시한 제안 유의사항 및 제안내용

을 전부 이해하고, 이를 수락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본 제안 참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제반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안 신청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명 :     (인) 



[별첨 2] 

비밀유지에 관한 협약서 

(Non-Disclosure Agreement) 

당사는“2022년 DB그룹 다이어리 제작대행사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인지

한 모든 정보 및 파일, 문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을 것을 협약합니다. 

만일 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지한 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됨으

로서 DB Inc.에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을 확인하고 본 협약서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인) 



[별첨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회사는 “투명경영∙윤리경영”이 기업생존의 핵심가치이며 국가 경쟁력확보의 근간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사의 윤리경영 실천노력의 일환인 청렴서약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주)DB Inc.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전 임

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DB Inc.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Ⅱ. 제 Ⅰ호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이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해제 또는 해지조치

를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Ⅲ.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제안 참가자격 제

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