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 SG`19. SG신성건설신성건설 협력업체협력업체 모집모집

1. 모집일정

1) 접수기간 : 2018.11.12 ~ 11.23

2) 모집발표 : 2018.12.10 ~ 12.14 / 협력업체 포털시스템 內 게재

2. 신청서 제출방법

1) SG신성건설 협력업체 포털시스템 內 가입 (http://b2b.sscorp.co.kr)

2) 매뉴얼 활용 : 협력업체 포털시스템 內 좌측 사용안내 매뉴얼 참조

3. 등록조건

※ 협력업체 포털시스템 內 모집 대상 공종 확인必

1) 외주(多공종 입력가능하나, 주요 공종 1개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B0 이상, 현금흐름등급 C- 이상

- 신청 공종에 해당하는 건설업 면허 보유 필수(무면허 공종 제외)

- 해당면허 시공능력평가 40% 이상,

- 신기술, 신공법 보유 社 우대

2) 자재
- 신용등급평가 BB0이상, 현금흐름등급 C- 이상
- 그 외 외주와 동일

4. 신용평가

1) 나이스디앤비 : www.nicers.co.kr (클립보고서, 건설실적보고서), 

에스지신성건설로 전송(외주/자재 구분)

* 보고서 전송 후 포털시스템 첨부문서 업로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이크레더블 : 협력업체 포털시스템 첨부문서 업로드(신용평가서, 건설실적보고서)

※ 협력업체 포털시스템 內 모집 대상 공종 확인必

1) 외주(多공종 입력가능하나, 주요 공종 1개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B0 이상, 현금흐름등급 C- 이상

- 신청 공종에 해당하는 건설업 면허 보유 필수(무면허 공종 제외)

- 해당면허 시공능력평가 40% 이상,

- 신기술, 신공법 보유 社 우대

2) 자재
- 신용등급평가 BB0이상, 현금흐름등급 C- 이상
- 그 외 외주와 동일

5. 기타사항

1) 당사는 협력업체 포털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받습니다.

(서류,우편 등 오프라인 일체 제출 불가)

2) 협력업체 모집과 관련된 업체 PR등 일체의 방문을 통한 문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문의처

- 구매 ( 손성민 과장 / 02-3459-2174, serie96@sgshinsung.com )

- 외주 ( 석희진 대리 / 02-3459-2044, hs0919@sgshinsung.com )



■■ `19. SG`19. SG신성건설신성건설 협력업체협력업체 모집모집



■■ 외주외주 모집대상모집대상((총총 4242개개 공종공종))

분류 공종코드 공종명 분야

외주 A010 철골공사 건축
외주 A020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축
외주 A030 PC공사 건축
외주 A040 조적공사 건축
외주 A050 방수공사 건축
외주 A060 미장공사 건축
외주 A070 기포공사 건축
외주 A080 타일공사 건축
외주 A090 석공사 건축
외주 A100 내장공사 건축
외주 A110 창호공사 건축
외주 A120 문주공사 건축
외주 A130 유리공사 건축
외주 A140 도장공사 건축
외주 A150 수장공사 건축
외주 A160 지붕공사 건축
외주 A170 금속공사 건축
외주 A180 강마루공사 건축
외주 A190 도배공사 건축
외주 A200 커튼월공사 건축
외주 A190 도배공사 건축
외주 A200 커튼월공사 건축
외주 A210 정화조공사 건축
외주 A220 테라죠공사 건축
외주 A230 준공청소 건축
외주 A240 철거공사 건축
외주 M010 임시동력공사 공통
외주 M020 외부특화설계 공통
외주 M030 지적확정측량 공통
외주 M040 안전용품 및 안전시설물 공통
외주 P010 설비공사 설비
외주 P020 기계설비공사 설비
외주 P030 가스설비공사 설비
외주 E010 기계식주차설비공사 전기
외주 E020 승강기공사 전기
외주 E030 전기공사 전기
외주 E040 통신공사 전기
외주 E050 소방공사 전기
외주 L010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 조경
외주 C010 토공사 토목
외주 C020 파일항타공사 토목
외주 C030 방음벽설치공사 토목
외주 C040 부대토목공사 토목
외주 C050 지반개량공사 토목



■■ 자재자재 모집대상모집대상((총총 5656개개 분야분야))

분류 공종코드 공종명 분야
자재 A010 중문 건축
자재 A020 PHC파일 건축
자재 A030 주방가구 건축
자재 A040 주방가전 건축
자재 A060 갱폼 건축
자재 A070 보온재 건축
자재 A080 레미콘 건축
자재 A110 발코니난간대 건축
자재 A120 세탁물건조대 건축
자재 A130 사인몰 건축
자재 A140 위생기구(샤워부스) 건축
자재 A160 데크플레이트 건축
자재 A180 시멘트레미탈 건축
자재 A190 시스템가구 건축
자재 A200 알폼 건축
자재 A220 위생가구(욕실장) 건축
자재 A230 일반가구 건축
자재 A270 주방용품 건축
자재 A300 철근 건축
자재 A310 층간소음재 건축
자재 A320 타일 건축
자재 A330 하드웨어 건축
자재 A370 커플러 건축
자재 M010 가설사무실 공통
자재 M020 컨테이너(일반/가설) 공통
자재 M030 가설울타리 공통자재 M030 가설울타리 공통
자재 M050 SCP자재류(Bolt류,용접봉 등) 공통
자재 M060 세륜기 공통
자재 M100 타워크레인 공통
자재 M110 호이스트 공통
자재 M99 모델하우스 공통
자재 A041 주방기구 설비
자재 P010 냉난방기 설비
자재 P020 위생기구(도기류) 설비
자재 P030 물탱크 설비
자재 P040 보일러 설비
자재 P050 위생기구(비데) 설비
자재 P060 위생기구(수전류) 설비
자재 P070 위생기구(악세서리류) 설비
자재 P100 위생기구(욕조) 설비
자재 P130 펌프 설비
자재 E010 CCTV/CATV 전기
자재 E030 무선통신 전기
자재 E050 발전기 전기
자재 E060 방송음향장비 전기
자재 E070 비상벨 전기
자재 E080 수배전반 전기
자재 E100 원격검침 전기
자재 E110 조명기구 전기
자재 E120 주차관제 전기
자재 E130 태양광설비 전기
자재 E140 통합배선 전기
자재 E150 홈네트워크 전기
자재 E160 TV공청설비 전기
자재 E180 출입통제 전기
자재 C010 아스콘 토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