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메트로9호선㈜ 협력업체 공개모집 안내문
■ 협력업체 공개모집 목적
- 신규 협력업체의 모집〮등록으로 입찰경쟁 활성화

- 당사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나이스다큐를 통한 견적요청 시 참여 가능하도록 기회부여

■ 모집분야 : 상세내용 [별첨1] 참고
- 일반구매(소모품, 예비품, 식품 및 음료, 전기 등)
- 용역(전기, 소방시설 점검, 집수정 준설(청소), 배관 세관(청소), 배수펌프 수리, 유리 마감재 설치, 자동제어 등)

- 공사(전기, 건축, 기계설비, 소방시설 등)

■ 모집방법 : 서류심사 → 최종 결과발표(별도 통보)
■ 모집일정 : ‘21.04.27(화) ~ ’21.05.31(월)

■ 자격요건 : [별첨1] 참고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파일명 : 협력업체 정보 요청서)
- 제출처(E-mail) : 서울시메트로9호선㈜ 계약담당 김태형 대리 / taeh.kim@metro.co.kr

■ 유의사항
- 제출서류 작성 전 본 안내문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정보는 귀사의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보증합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됩니다.

- 관련 문의 : ☎ 02-2656-0088, 02-2656-0086

[별첨1] 공통 / 분야별 자격요건
■ 자격요건
① 공통

- 9호선 1단계(개화역~신논현역) 구간 납품/공사/용역 가능 업체(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인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 금융상 신용부실 상태에 있지 않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2020년 또는 2021년 발급분) 필수 제출
② 분야별
1) 일반구매

-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로 담당자가 직접 납품이 가능한 업체(택배 및 퀵배송 불가)
분 야

물품 종류

소모품

방한용품(장갑, 넥워머 등), 멀티탭, 퓨즈, 안전용품, 각종 공구류 등

예비품

PC, 노트북, 모니터, CCTV 카메라 등

식품 및 음료
전기
기계/전기 설비

헛개차, 17차, 탄산수, 박카스, 비타500, 목캔디 등
산업용 UPS/Battery Charger/Battery(니켈수소, 니켈카드뮴, 납)/PC,
보호계전기, 철도장비(모터카), 차단기(VCB, ACB, HSCB, ATS, DS)
기계/전기 설비 자재

비 고

세부 품명/규격 및 물품링크
제공 예정

[별첨1] 공통 / 분야별 자격요건
2) 용역

- 해당분야 용역 완료한 실적을 보유하거나 업종 증명가능 서류를 제출한 업체
분 야

전기

소방시설 점검
집수정 준설(청소)
배관 세관(청소)
배수펌프
유리 마감재 설치

자동제어

적용 용역

제출 서류

지지애자 세척, 조명/콘센트 유지관리, 계측기 검교정

전기공사업 증명가능 서류

계측기 검교정

검교정인 경우 코라스 공인
교정기관 인정서 제출

철도장비(모터카 등) 수선

수리 실적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용역

소방시설관리업

집수정 바닥 슬러지 준설(청소) 용역

집수정 준설 및 청소실적

배수펌프 배관 세관(청소) 용역

배관 세관 실적

배수펌프 수리(권선, 방수, 소모품 교체) 용역

수중펌프 수리 실적

소형 유리(소방용품 보관함 도어) 제작 및 설치, 대형 유리(PSD) 부착 용역

실적 내용

PCB(전자 기판) 수리 용역

제어PCB관련 수리 실적

※ 실적 관련 근거자료 제출시에는 민간실적(계약서, 세금계산서, 발주서 등), 공공실적(실적증명서) 필요
※ 업종 관련 근거자료 제출시에는 사업자등록증(2020년 또는 2021년 발급분), 면허등록증 등 제출필요

비 고

실적 관련자료

최근 3년 실적

[별첨1] 공통 / 분야별 자격요건
3) 공사
- 해당분야 전문건설업 등록 회사(건설, 전문분야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
분 야

적용 공사

전기

지중선로표시기/고압배전반/전원간선/강체 또는 카테나리
전차선로/각종 전기설비/특고압케이블 설치, 고압케이블 접속

전기공사업

유리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
ㆍ온실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보수업

석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석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보수업

도장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도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보수업

방수/미장/조적/타일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습식ㆍ방수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보수업

천장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내장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보수업

잡철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광고시설물제작, 시설물유지보수업

장애인 시설공사(점자촉지판)

장애편의시설용품, 안전용품, 시설물유지보수업

안내사인물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기획ㆍ디자인, 지도, 광고시설물제작,
산업디자인 및 디자인용역

기계설비 보수

기계설비 보수 및 설치공사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보수

소방시설(기계/전기) 보수 및 설치공사

소방시설관리업

건축

업태 또는 종목

※ 업종 관련 근거자료 제출시에는 사업자등록증(2020년 또는 2021년 발급분), 면허등록증 등 제출필요

비 고

업태 또는 종목 중
1개 이상의 보유 시
자격 충족

디자인 기업
등록업체

(한국디자인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