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a

시 우편번호

도 우편번호 팩스번호

1.b DUNS#:

1.c 전자 자금 이체: 은행소재국가

은행명 당좌 또는 저축 예금 계좌
은행지점번호 (ABA#) 은행계좌번호

통화화폐

(Suppliers located outside the U.S.A.)
IBAN

C 법인체 Non USA Supplier

L LLC 기타

or

날짜:

정부당국

예

2
2제품/서비스

1. 상기 신원증명번호(EIN) 혹은 사회보장번호는 틀림이 없다.

2.0 상거래 관련 추가 정보
Section 2 

주요사업

None of the following/Not A Small Business Concern

중소기업

2. 본인은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미신고로 인한 원천징수세액을징수하지않는다.
비고: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미신고로 인한 원천징수세액을징수하는경우, 위항목 2를줄로긋는다.

N 비법인체/제휴업체

주소

BIC/SWIFT Code Reference/Roll#

보증: 본인은 다음 사항을 보증하며 위증 시 그에 따른 처벌을받겠음:
사회보장번호

사업주가여성인중소기업

도급자 인증 질의서 (COMMERCIAL SUPPLIER QUALIFICATION FORM)
Section 1 -- Supplier Master Record

예라고 답한 경우, 추가 질의를 위한 연락처 정보를아래에명시하시오.

낙후지역(HubZone)에 소재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퇴역군인인 중소기업

장애자인 퇴역군인이 사업주인 중소기업

1.f  모든 공급자 작성

Note: Classifications other than “None of the Following/Not a Small Business Concern” require the Small Business Self-
Certification form. Please contact us to provide the form to be completed and send together with this qualification.

이름:

아니오, 하기 1.g 항목을 작성하시오.

1.0 신원/신분

지불/송금 주소

1.d 개인/법인 대용 서식 W-9 - (해당 박스에 체크). (미국 공급자만 해당)

귀 업체는 C-TPAT 가입자인가?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예, 그렇다면 SVI 번호를 명시하거나 C-TPAT 증서 사본을동봉하시오. SVI

SIC 분류:

사회적 약자가 사업주인 중소기업

직위:
이메일:

1.g 귀사가 프렉스에어에 납품하는 제품 중 일부가 미국 외에서도 제조되는가?

아니오

1.e 추가 정부 분류 - (해당 박스에 체크 하시오) (미국 공급자만 해당)

3. 본인은 미국의 시민(미국 거주 외국인 포함)이다.
미국 시민  혹은 미국 거주 외국인 서명:

IF YOU ARE A USA SUPPLIER AND YOU FAIL TO SUBMIT A PROPERLY COMPLETED FORM W-9 YOU WILL BE SUBJECT
TO BACKUP WITHHOLDING TAX. PRINT, SIGN AND ATTACH YOUR W-9 FORM TOGETHER WITH THIS QUALIFICATION.
(NOTE: THE FOLLOWING LINK WILL TAKE YOU TO THE IRS WEB PAGE: http://www.irs.gov/pub/irs-pdf/fw9.pdf)
If you are a Non USA Supplier and you will be performing any service under this contract in the United States or if Praxair will be
paying you either rents, fees, royalties or other payment for use of your asset (tangible or intangible) in the United States, Please
submit via mail to Praxair (175 East Park Drive, Tonawanda, NY 14150 Attn: Procurement) the application IRS form W-8 or Form
8233. (This link will take you to the IRS web page: http://www.irs.gov/uac/Form-W-8,-Certificate-of-Foreign-Status) else mail to us
the application IRS form W-8EN. On the W-8EN form complete only Part I (Identification of Beneficial Owner) and Part IV
(Certification)

P 개인/자영업자

사업주신원증명번호 (EIN):

은행주소

N/A
(DUNS # not req'd for sole proprietor, it can be obtained free of charge via Web address http://fedgov.dnb.com\webform)

N/A

시

전화번호

본점주소(시단위 이상 아래 별기)

팩스번호 이메일

부서 모회사

전화번호 긴급연락처

도

이메일

팩스

린데코리아㈜

Cells that are highlighted in yellow must be completed. The form is not complete if there are any highlighted cells.

작성된 설문지
발송처:

이름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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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사의 총 업체(TC)로 작성하시오.

E
F
G
H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현장감독관 예 아니오 빈도

직원 예 아니오 빈도

신규 직원 예 아니오 빈도

하도급업자 예 아니오 빈도

 귀사는 위험시 통신연락 프로그램을 문서로 가지고 있는가?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즉시 귀사가 HS&EP 관련 요구사항과 이행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보건•안전•환경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산재, 근재보험증서 사본을 본 설문지와 함께 제출하시오.

2017 YTD

TC
N/A N/A

산재보상관련 EMR 지수

주(州) 내(內)(해당 입찰이 여러 주(州)와 관여된 경우, 별첨
하여 각 주에 대한 EMR 지수를 제시하시오.)

2015 2016

N/AN/AN/AN/A

•

결근을 동반한 상해의 수

 귀사는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상세내용을 포함한 현장의 구체적 안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회사명

당사는 당사의 직원과 도급업자를 포함하여 이웃 주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직원들이 입증된 안전 관련 기록을 가진 공급자의 시설만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입증된 안전 관련 기록을 가진 공
급자만이 당사를 방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안전 관련 기록을 가진 공급자는 오늘날과 같은 사업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
이 당사의 믿음입니다. 당사는 우수한 안전 관련 성과를 이룬 경영진의 리더십과 제도를 가진 공급자와만 거래를 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장비
공급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귀사는 다음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건•안전•환경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귀사의 작업에 대하여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사항 이상을 문서화하여 시행하고 아울러 귀사의 동종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1970년에 제정된 직업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법률(9U5C651) 등에 의거하여 작성된 업무 관련 상해 및 직업병을 위한 노동통계청 기록지침에 따
른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시오. 참고: 본 정보에는 귀사가 입찰 시(時) 제시한 해당 작업 유형에 대해 그 동안 누적된 상해의 건수
와 시간을 포함한다. 단, 기타 다른 부서, 자회사, 계열사 등과 관련되어 발생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N/A N/A

 귀사의 정책/절차에 관한 문서의 사본을 구할수 있는가?

Complete
 D-H

Complete
 D-H

 귀사는 아래 인원을 위한 현장안전회의를 하고 있는가?

 귀사는 안전 프로그램에 관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가?

 귀사는 안전 절차를 문서로 가지고 있는가?

프로그램

년간 근로자 작업 시간

A

C

입찰시 귀사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 하시오.
출처: OSHA Form 300:

Rate = (D + E) (200,000)

 귀사는 하도급업자 관련 안전 프로그램을 문서로 가지고 있는가?

응급조치만을 취한 상해의 수

결근을 동반하지 않은 상해의 수

Complete
 D-H

Complete
 D-H

Complete
 D-H

Complete
 D-HH

결근을 동반한 상해사고율:

상해 관련 사망자 수

Section 3
1.0  안전 보건 및 환경

당사의 관련 기준 및 귀사의 동종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근거로 귀사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귀사의 OSHA/BLS 상해빈도기록
및 산재보상 EMR 지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Rate = (D) (200,000)

B
Complete

 D-H

Complete
 D-H

D

기록 대상 상해사고율:

각 주(州) 간(間)

H

TC TC 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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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안전작업실무 예 아니오 비상조치절차 예 아니오

안전감독 예 아니오 응급조치절차 예 아니오

안전회의 예 아니오 사고예방 예 아니오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기존의 직원들과 더불어 주기적으로검토되고있는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가? 사용전 검사? 예 아니오
무작위검사?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이름 직위

주소

서비스 제공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이름

직위 날짜

안전 관련 책임자로서 고위급 임원을 명시하시오:
귀사는 현장 프로젝트에 대한 본사 차원의 검사를 수행하는가?

제공된 서비스의 유형:

환경안전

귀사는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환경사고보험에 가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러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문제는 귀사가 가입한 일반책임보험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가?

귀사는 각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우수오염예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귀사는 석면 및 건물자재를 포함한 석면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가?

귀사는 기름을 포함하여 위험한 물질을 외부 환경에 배출하는 것과 관련한 관리와 보고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가?

귀사는 위험한 폐기물의 파악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가?

 현장 안전 관련 위반사항 및 OSHA/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하도급업자 관련 행정?

관련 권한을 부여 받아서 본 설문지를 작성하는 공급업자 대표:

귀사는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안전 장비검사를 수행하는가?

귀사는 인공호흡을 교육받고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있는가?

귀사는 위험한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적절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가?

그들을 소재하는 귀사의 범위 및 시점?

귀사는 당사의 현장에 있는 귀사의 직원에 대한 응급조치 및 기타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기술하시오. 아울러, 누가 그러한 서
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명시하시오.

귀사는 상시 근무하는 안전 관련 전문가가 있는가?
귀사는 상시 근무하는 현장 안전 관련 감독관(supervision)이 있는가?

귀사는 프로젝트 안전 관련 검사를 수행하는가?
 현장 프로그램 관련 행정?

 귀사는 하도급업자에 대한 안전 평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가?
 귀사는 화재 방지 장치와 그 예방을위한 프로세스를 가지고있는가?

Have your employees been trained in Safe Lead Practices?

귀사의 직원은 위험한 폐기물의 적절한 취급과 관련하여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귀사는 현재 물질남용에 관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Section 3 Cont'd.
5.a  안전, 보건 및 환경 - 계속
성과

안전 프로그램 관련 행정

의료지원

 귀사는 신규 직원을 위한 안전 관련 소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예라고 답한 경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가?

 귀사는 감독관을 위한 하도급업자 안전 관련 행정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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