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8년도 11월 OA정보기기 매각기업 선정 입찰 안내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8.11.05 18:00
1. 목적

2.

행복ICT OA정보기기에 대한 불용자산에 대해 매각하기 위한 기업 선정

추진 내용


대상 : (재)행복ICT OA정보기기 불용자산
1) 총 934대 (세부정보는 2018-11-01_행복ICT_OA자산_제각_대상현황_배포용 참고)
- Desktop
- Notebook

302대

- Monitor

472대

- Printer
- Scanner


91대

67대
2대(총 934대)

매각기업 수행 사항
1) 매각물량에 대한 반출 및 매각기업 입고 시 결과제출.
- 촬영된 사진은 이메일 전송 / 인수증은 제출 후 행복ICT 인수증과 교환.
2) 데이터클렌징 대상 기기에 대한 해당 작업 수행.
- 국제인증/국가정보원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해 보안폐기 작업 진행 有
- TOOL지정 : 블랑코TOOL 사용
단, 경기_수고권 1곳 반출물량은 해당되지 않음



대상기기 회수 장소 및 일정
1) 장소 : 경기_수도권(1곳) 서울(1곳) / 대전(1곳) / 울산(1곳) / 인천(1곳) 총 5곳 반출작업 수행
- 상세정보는 첨부의 2018-11-01_행복ICT_OA자산_제각_대상현황_배포용 파일 참고
2) 일정 : 11/16 이전 반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포함한 모든 작업 완료 필수



제출서류(11/05(월) 18:00 마감)
1) 견적서
- 매입기업의 매입 제안가 견적서(세부리스트에 개별단가 표기 포함)
- 데이터클렌징 방식 및 작업 제안가 견적서
즉, 매입견적서와 데이터클렌징 2개의 견적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저희 재단에 1회 이상 참여한 기업은 제출 제외
3) 제출방식 :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첨부파일에 비밀번호 설정 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필요.



문의
재단법인 행복ICT ICT사업1본부 ICT서비스1팀 김효원 과장(070-7864-7339)

아래 사항에 대해 참고해주세요.
1) 반출 관련
- 물량의 수거, 상차, 하차, 입고작업 시 행복 ICT 인원이 입회하에 진행합니다.
- 반출지에는 원활한 작업을 위해 시작 시간 전, 도착 및 대기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대금지급 관련
- 제출된 견적서와 입찰 내용을 당사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 선정합니다.
- 입찰 제시된 금액은 반출 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대금지급의 방식은 행복 ICT 에서 발행하는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영업일 7 일 내 1 회 모든
매각금액납입을 우선으로 합니다.
- 선정기업 선정결과는 개별 안내되며 세부평가결과는 별도안내, 공개되지 않습니다.
3) 반출 후 물량 관리
- 반출물량에서 발행된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한 책임은 선정기업에 있습니다.
- 노트북, 데스크탑 등 전산 OA 기기에는 데이터클렌징 진행 후 결과를 행복 ICT 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매각물량 중 노트북 최상급 15 대를 사회공헌바자회 판매를 위해 재제조 이슈가 있으며 이는 우선
선정기업과 협상합니다.
4) 수행기업 재선정 관련
- 우선 선정기업이 협상 중 포기, 수행이 어렵다 판단되는 경우 차상위 기업으로 재선정합니다.
(별첨)
[행복ICT] 2018년도 11월 1차 OA정보기기 매각업체 입찰신청요청 발송공문 1부
2018-11-01_행복ICT_OA자산_제각_대상현황_배포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