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2018년 수의계약 현황
계약일

계약내용

계약업체

2018.01.01

catia v5라이센스 계약 연장

오상자이엘

5,650

2018.01.08

S/W 임차(Digimat VA 모듈)

㈜아띠

7,000

2018.01.08

alignment specime구입

엠티에스코리아(주)

7,700

2018.01.23

시험용 지그 구입

주식회사 주신산업

2018.01.25

지그구입(shear teat fixture)

주신산업

15,026

2018.01.29

시험지그 구입(compression test fixture)

세인테크

10,054

2018.02.01

상용chip-mat 소재 구입

현암종합과학기술

11,000

2018.02.01

탄소섬유 복합재료 프리프레그 구입
복합소재 물성시험 시료 제작용 성형 금형 및 시편
제작
시험용 소재구입(T800 합금)

주식회사 이지컴퍼지트

6,600

주식회사 이지컴퍼지트

10,500

2018.02.05

연구원 2층 신규사무실 신설공사

에스알디코리아

2018.02.05

사출성형해석소프트웨어(mold flow) 유지보수

주노티엔씨

8,300

2018.02.13

예랑솔루션

17,600

미래 CS

11,264

2018.02.14

부대장치(초음파 분산기) 구입
이탈력 테스트용 시료금형 및 이탈력 시험지그 제
작
기술도서 구입

오아이씨

6,169

2018.02.22

전산해석 소프트웨어(DAFUL) 임차

㈜에이디이

15,000

2018.02.22

저주기 진동 교정시스템 구입

한국에스아이

19,640

2018.02.01
2018.02.01

2018.02.14

나인정밀

계약금액(천원)

6,292

5,390
14,000

2018.02.28

2017년 연구원 회계결산비용 지급

하나로회계법인

10,000

2018.03.02

소프트웨어 임차비(Midas NFX) 지급

주식회사한빛솔루션

18,000

2018.03.16

축간가압력 시험평가용 지그제작

주식회사 대정인텍

11,000

2018.03.16

연구원 팔각정자 설치공사비 지급

디자인랜드

19,000

2018.03.23

부품경량화기술센터 5톤 크레인 설치

표준호이스트

13,500

2018.04.04

철도차량용 LED 조명 관련 특허맵 분석료 지급

㈜다래전략사업화센터

18,000

2018.04.10

strain amplifier 구입

세인테크

9,718

2018.04.10

head expander 구입

에이비씨 엠티에스

9,900

2018.04.12

시험지그(anti-buckling jig)구입

지티솔루선

7,549

2018.04.13

누수시험(수밀시험) 장치 제작
사출성형해석소프트웨어(Moldflow) 유지보수 비용
지급
AXIAL EXTENSOMETER 구입

씨에이치텍

7,700

주노티엔씨

6,000

엠티에스코리아

6,160

2018.04.23
2018.04.26
2018.04.30

기법개발 시험용 지그 구입

kca

2018.05.16

철도차량용 팬터그래프 특허맵 분석료 지급

㈜다래전략사업화센터

18,000

6,058

2018.05.29

운송환경 기록계 구입

GU

18,271

2018.05.29

진동파형 제어기 구입

에이비씨 엠티에스

19,030

2018.05.29

캐링 시스템 구입

아비코

19,800

2018.05.31

ac파워서플라이

탑스전자

9,790

2018.05.31

자동식 이동제어 모터 구입

에이비씨 엠티에스

8,140

2018.06.08

철도차량용 1차 스프링 기술 분석료 지급

㈜다래전략사업화센터

2018.06.19

진동시험 외부시험분석료 지급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18,000
5,390

2018.06.25

외부시험(전자파시험_EGR밸브) 분석료 지급

2018.06.28

전산해석 소프트웨어 임차비 지급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
크
주식회사한빛솔루션

2018.07.10

1차 스프링 지그 제작

㈜일송엔지니어링

6,600

2018.07.10

철도차량용 전장품(영상정보시스템) 분석

주식회사딥사이트

18,000

2018.07.13

소프트웨어 임차비 지급
철도차량용 LED 조명 진동특성시험
분석료 지급

㈜엑심

6,000

주식회사이노테스

5,346

2018.08.01

6,435
12,000

비고

2018.08.06

시작용 엠보싱 롤러 제작

신광테크

2018.08.20

철도차량 내장재 관련 국외 시장 분석료 지급

㈜리서치코리아

9,900

2018.08.28

부품제작(플랫폼 체결부)

태극테크

6,000

2018.09.03

S/W (Digimat(MF,FE,MX,VA 모듈)) 임차

㈜아띠

7,000

2018.09.13

성과 및 만족도조사 용역 실시 비용 지급

재단법인새한경영연구원

6,600

18,000

지역주력(캐프) 모듈 구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의뢰비 지급
탄소강화재 및 폴리머 복합재료 혼련장치 제작

아이젠텍

5,500

KT System

19,810

2018.09.24

후방 견인용 체결 부품 제작

태극테크

7,843

2018.10.15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포럼 참가(부스제작비)

소나무

9,740

2018.09.19
2018.09.21

2018.10.17

금형 히터 및 냉각모듈 제잘

주은에이엔티

5,974

2018.10.17

시험용 평판 금형 취출장치 구입

㈜일송엔지니어링

9,790

2018.10.17

평판 금형 취출장치 구입

대교테크

5,236

2018.11.09

JEC ASIA 전시제품 전시장 내 운송료 지급

어질리티 주식회사

6,000

2018.11.13

탄소제품 국제전시회 바닥공사비 지급

유니온장식

2018.11.13

탄소제품 국제전시회 목공 구조제작비 지급

우리공사

19,748

소나무

19,880

탑스전자

18,898

2018.11.13
2018.12.11

탄소제품 국제전시회 그래픽공사 및 비품임대비 지
급
복합경량소재의 성능평가기 부대장치 구입_고속멀
티기록계(scope corder)

5,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