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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외주부문 파트너사 선정평가 안내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수행 역량을 보유한 파트너사를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파트너사 선정평가를 진행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평가 대상  

    - 2022 년 에스코어 외주 파트너 신청 업체 

 

나. 평가 항목 

      - 평가는 신용평가, 사업수행역량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① 신용평가 : 신용평가기관에서 부여한 신용 등급 

※ 신용평가는 '21 년 결산 반영하여 평가하오니, 서류제출 마감일 이전에  

결산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수행역량평가 : 지원분야별 사업 수행실적, 정규직 기술인력 보유 규모 등 

 

다. 평가 방법  

    - 당사는 지원분야별로 파트너사를 선정합니다. 

    - 파트너사 선정평가는 공인된 전문 신용평가기관에서 대행하여 실시합니다. 

      (평가대행기관 : 한국평가데이터(주)) 

 

라. 참여 방법 

      - 당사와 파트너십을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평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기본 자격을 충족해야만 지원분야별 평가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용 B 이상, 현금 CR-4/C 이상, 기술인력수 10 명 이상, 연간사업실적 10 억 이상) 

      - 지원분야는 복수 선택 가능하나, 평가는 선택하신 지원분야별로 각각 진행되므로  

        참여 회사가 보유한 주요기술 위주로 지원분야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를 희망하시는 회사는 평가대행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제출서류를  

확인하신 후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간 : 2022 년 4 월 25 일(월) ~ 5 월 10 일(화) 

   (상기 기간 內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전 제출 가능)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 신용평가 (KCR-2 보고서) : 49,000 원 (VAT 별도) 

        · 사업수행역량평가(실적확인서) : 30,000 원(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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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평가데이터(주)가 아닌 타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타 기관 신용평가인증서(`21 년 결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원분야가 복수라도 평가비용은 1 개 분야 지원과 동일합니다. 

 

마. 결과 발표 

- 일시 : 2022 년 6 월 15 일 예정(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방법 : 회사 대표자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통보  

※ 파트너사의 기본 자격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 년이나, 선정 후 6 개월 동안  

         입찰률/사업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파트너사 자격을 조기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바. 문의처 

- 파트너사 평가 및 선정 문의 : 에스코어 주식회사 

        ·하현태 구매그룹장 : 02-6411-4013 / htha.ha@samsung.com 

 

      - 평가 관련 제출서류 문의 및 접수 : 한국평가데이터(주) 고객센터 

        ·신용평가(KCR-2 보고서)  :  1811-8883 / www.krating.co.kr  

        ·사업수행역량평가 : 02-3215-7315 /  kedsds@kedkorea.com  

 

[첨부 1] 에스코어 외주파트너 모집 분야  

[첨부 2] 에스코어 파트너사 선정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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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에스코어 외주파트너 모집 분야 

No 사업분야 정    의 

1 Biz 컨설팅 

- 경영컨설팅 사업으로서, 전략컨설팅, PI 컨설팅, 디지털마케팅, 

기준정보, IT 컨설팅, 데이터컨설팅 등의 업무 

- 전자/제조, 유통, 서비스, 금융, 건설, 정보통신 등의 업종  

2 SW 개발 

- 기업용 플랫폼 개발, 기업용 시스템 개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 클라우드 기반의 프레임워크, Plug-in, API 등의 개발업무 

- 애자일 방식의 스프린트 단위 특정 솔루션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 

- 웹 Front-end : 웹 기반 기업용 시스템/솔루션 사용자 및 관리자 

페이지 개발 (Vue.js, Angular.js 등 프레임워크 활용) 등의 업무 

- 웹 Back-end : 웹 기반 서버 및 DB 연동 기능 개발(Spring, MyBatis 

등 기반) 등의 업무 

 

※ 파트너사를 모집하는 분야에서 기준점수(50 점)를 통과하더라도, T/O 초과시에는 일반사로 관리됩니다. 

※ 당사의 사업 물량이 충분히 크지 않은 분야에서는 파트너사를 선정하지 않고, 일반사로 관리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UI/UX, QA(테스트), OSS 기술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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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에스코어 파트너사 선정평가 기준 

파트너사 선정평가는 기본자격(hurdle)을 충족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역량평가 50 점 이상 

취득한 회사를 파트너사로 선정함 

(단, 평가점수를 충족하더라도, 모집 분야별 T/O 초과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기본 자격 (Hurdle) 

항목 기준 

신용등급 B- 이상 

현금흐름 C- 이상 

분야별 기술인력수 (2 년 이상) 10 명 이상 

분야별 연간사업수행실적 10 억 이상 

   - 역량 평가 (50 점 이상) 

구분 항목 평가내용 배점 

역량 평가 

(100) 

안정성 

(25) 

신용평가 15 

이직률 10 

사업수행역량 

(50) 

기술 인력수 10 

PM 급 인력수 5 

PJT 실적 금액 10 

PJT 최대 금액 5 

품질 역량※ 20 

사업협력도 

(25) 

거래실적금액※ 15 

입찰응찰률※ 10 

※ 품질 역량은 업체별 에스코어에서 수행한 최근 3 년 프로젝트 품질 점수의 평균값이며, 

   품질 점수가 없는 회사의 경우 중간점수 반영 

※ 거래실적금액, 입찰응찰률 : 업체별 에스코어에서 수행한 최근 1 년(’21 년 6 월~’22 년 5 월) 

   실적이며, 실적이 없는 회사의 경우 기존 파트너사는 0 점, 신규업체는 중간점수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