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스마트팩토리데이터협회 공고 제2020 – 03호

『제조 장비 스마트화 지원 시범 사업』

협력업체 모집 공고
제조 장비 대상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화 지원
시범 사업을 위해 관련 컨설팅, 시스템 개발 등의 지원을 (사)한국스마트팩토리
데이터협회와 함께 추진할 협력업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 자격 및 요건
가. (신청 자격)
- 제조 장비와 연동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원격제어 시스템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력을 보유한 기업·기관
* 컨소시엄(협업) 구성 불가, 단독 참여로 제한

- 신청기업·기관(대표자 포함)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협력기관 신청제한 구분>
⓵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
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⓶ 기타 (사)한국스마트팩토리데이터협회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등

나. (신청 요건)
<협력기관 신청요건>
⓵ S/W 개발 전문 인력 2명 이상
⓶ 전담조직 구성 : 생산 장비 스마트화를 담당할 수 있는 별도 전담 조직 구성
⓷ 컨설팅 수행 능력 : S/W 개발 등 관련 기술 컨설팅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S/W 공급 및 개발, 사물인터넷, IT 등의 업종 영위기업 우대

다. (역할)
<협력기관의 역할>
⓵ 생상 장비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 시스템 개발
⓶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행정 지원
⓷ 시스템 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사후관리 협조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0. 4. 22 (수) ~ 2020. 5. 7 (목) 18:00
나. (신청방법)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제출공문 1부,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회사소개서(선택, 1부)
** 접수처 : (사)한국스마트팩토리데이터협회 사무국(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5, 604호)

3. 선정평가
가. (선정절차)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 코로나19로 인해 발표평가는 화상으로 대체

나. (선정일정)
- 발표평가 : 2020. 5. 8 (금)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발표평가에 대한 세부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

다. (선정기준)
평가단계

자격요건

발표
평가

평가지표
■

비고

자격요건 충족 여부(적합 / 부적합)
- S/W 개발인력, 전담 조직 구성, 컨설팅 운영 계획

■

기업·기관의 지원 의지, 비전, 사업 이해도

■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계획

■

개발 성과 및 사후관리의 체계성

■

우대사항 : (사)한국스마트팩토리데이터협회 정회원사

4. 문의처
(사)한국스마트팩토리데이터협회 사무국, 02-6954-7803, kasad@kas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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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 국 스 마 트 팩 토 리 데 이 터 협 회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