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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큐코리아 유한회사 

 

작업 지시서 

NTQ/ABC-WO-YYYYMMDD 
 
 

본 작업 지시서는 (이하 ‘작업 지시서’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당사자들에 의해 작성된다: 

 

기업명, (사업등록번호: XXX), 등록주소: XXX (이하 “고객” 이라고 한다);  

 

및 

 

엔티큐코리아 유한회사, (사업등록번호: 725-87-01244), 등록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 2층 

(삼평동, 한국전자무역센터) (“개발자”라고 한다). 
 
1.   목적 

 

a. 본 작업 지시서는 YYYY/MM/DD에 고객 및 개발자 간의 체결한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기본 계약서 

사항에 따라 진행된다. 

 

b. 본 작업 지시서의 목적은 고객이 개발자에게 서비스 요청 사항 (결과 포함)을 명확히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c. 본 작업 지시서에 특별히 개별 정의 외에는 대문자로 된 사항은 기본 계약서에 따라 의미로 정해진다. 

 

2.  서비스 

 

a. 기본 계약서의 이용 약관에 따라 개발자는 다음을 포함하여iOS 개발자의 개발, 운영을 위해 고객에게 

리소스를 제공해야한다. 

i. 고객이 제공 한 요구 사항 및 일정에 따른 프로젝트 개발. 

ii. 모든 관련 결과를 수시로 전달. 

iii.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iv. 고객이 지정한 다른 작업. 

 

b. 개발자는 본 작업 지시서 마감일 이후에 유지 보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 안 된다. 

 

c. 개발자 및 프로젝트 기간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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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개발자 역할 인원수 착수일 종료일 

1 iOS 개발자 1 2020/03/01 2020/12/31 

 

  
3.    연장 및 해지 
 
a. 해당 인원 연장일 경우 고객이 개발자에게 연장 시작 일 1개월 전에 통지로 요청해야 본 작업 지시서의 현 
사항은 연장된다.  
 
b. 고객은 고객의 책임없이 30 일 전에 통지하여이 작업 지시서를 종료할 권리가 있다. 개발자는 최선의 
노력으로 해당 역할 또한/또는 SOW와 관련하여 인원이 수행 한 모든 작업이 종료일 전에 적절히 문서화되고 
완료되도록 한다.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고객이 종료일 이전에 서면으로 수락하고 승인한 완료된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다. 
 
 
4.  인보이스 및 결제 사항 
 

 

a. 서비스 비용은 매월 160 근무 시간을 차지하는 Man-month 기준으로 결정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서비스 비용 = (총 실제 작업 시간 / 160 시간) * 1 인당 비용. 

 

b. 근무 시간 외 근무 사: 주중 초과 근무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요금의 150 %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의 

초과 근무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요금의 200 %이다. 베트남 공휴일의 초과 근무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요금의 300 %이다. 

 

c. 모든 인원에 대한 일인당 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번호 개발자 역할 일인당 비용 

(월별, 원화, 부가세 별도) 

1. iOS개발자 (중급) 2,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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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월말에 개발자는 인보이스와 함께 리소스 작업표를 고객에게 송부한다. 인보이스는 원화로 발행되며 

인보이스 발급 후 개발자 은행 계좌로 15 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전신환과 관련된 모든 은행 수수료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5.   우선순위 

 

a.  본 작업 지시서와 작업 지시서 부록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본 작업 지시서가 우선이며 양측 간의 별도 

서면상 합의 외에는 상호 신뢰를 위해 기본 계약서의 사항은 본 작업 지시서보다 우선이다. 

 

6.  기한 및 해지 

 

a.  본 작업 지시서는 아래의 서명일로부터 유효하며 기본 계약서의 제10조에 따라 유효하다. 

 

7.   계약본 및 서명 

 

본 계약서는 동일한 2통으로 작성되며 각측이 1통을 보관하며 각 통은 원본으로 여기며 유일하고 같은 

도구로 여긴다. 

 

기업명 

   

엔티큐코리아 유한회사 

    

성명: ABC   성명: Pham Thai Son 

직함 : 대표   직함 : 대표 

 

8.  일자:  YYYY/MM/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