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대금지급 현황
지급일

지급내역

지급처

지급금액
(단위 : 원)

2019-01-03

2018년도 클라우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인증평가 지원(2차) 용역_잔금_(주)싸이버원,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주)파수닷컴 지급

(주)싸이버원,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주)파수닷컴

2019-01-03

2018 개인정보보호인의 밤 개최 용역_잔금_주식회사 붐컴 지급

주식회사 붐컴

58,640,000

2019-01-03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순회교육 용역_잔금_컬처메이커스 지급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40,482,612

2019-01-03

개인정보 비식별지원센터 구축을위한 비품구매 지급

조달청, 다산에프엔아이

24,293,540

2019-01-03

IPv6 종합지원센터 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_잔금_(주)인재아이엔씨 지급

(주)인재아이엔씨

16,920,000

2019-01-03

2018년도 신문뉴스 스크랩 대행 용역_잔금_(주)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지급

(주)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10,454,400

2019-01-03

2018년 12월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지급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콤텍정보통신, (주)이글루시큐리티, 한국정보기술(주)
304,015,388

2019-01-03

2018년 12월 정보시스템 증가장비 통합 유지관리 위탁용역 지급

한국정보기술(주)

79,129,984

2019-01-03

18년도 성능평가 제도 운영업무 용역_잔금_(주)조은아이앤에스 지급

(주)조은아이앤에스

12,547,637

2019-01-03

정보보호 클러스터 해외 초청 연수 및 인사 관련 기념품 제작 지급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7,740,000

2019-01-03

인터넷침해대응시스템 이중화 환경 구성을 위한 접속단말 인터넷망 기자재 구매 지급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9,600,000

2019-01-03

융합ICT 분석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지급

주식회사 이비즈타운, (주)녹색사랑

2019-01-03

2018년도 12월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_글로벌텔레콤 지급

(주)글로벌텔레콤

26,299,041

2019-01-03

2018년 12월 나주청사 시설관리 용역 추진 용역비_대림안전시스템 지급

(주)대림안전시스템

48,899,000

2019-01-03

2018년 11-12월 나주청사 미화 보안 관리 용역 추진 용역비_크린관리 주식회사 지급

크린관리 주식회사

77,768,197

2019-01-03

사이버보험 포럼 운영 및 정책이슈 발굴용역_잔금_(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지급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2019-01-03

2018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위탁용역_잔금_(주)글로벌리서치 지급

(주)글로벌리서치

93,000,000

2019-01-03

2018년 12월 PC원격점검 용역_(주)예스시큐리티컨설팅 지급

(주)예스시큐리티컨설팅

14,721,700

2019-01-03

krDNS DDoS 클린존 적용 인터넷 회선 및 IDC 임차 용역_잔금_(주)브로드밴드아이디씨 지급

(주)브로드밴드아이디씨

24,383,334

2019-01-03

아이핀 연계시스템 기능강화 및 운영 용역 잔금 _주식회사 브이웍스 지급

주식회사 브이웍스

75,900,000

2019-01-03

18년도 인터넷주소자원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잔금 지급 지급

(주)모아정보기술

12,845,328

2019-01-03

2018년 인터넷주소 등록관리시스템 12월 용역_(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지급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90,870,000

2019-01-03

18년도 krDNS 및 제반 시스템 개선 운영 12월 위탁용역_(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지급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97,500,000

2019-01-03

정보보호 클러스터 입주기업 붙박이장 설치 공사비 지급

다산에프엔아이

2019-01-03

2018년 12월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시스템 운영 용역_(주)씨디네트웍스 지급

(주)씨디네트웍스

2019-01-03

2018년도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출입통제 보안강화(특수경비) 용역_잔금_주식회사위드플러스시스템 지급

주식회사위드플러스시스템

2019-01-03

2018년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실태 검사 지원 용역_잔금_(주)핀시큐리티시스템 지급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019-01-03

종합상황실 상시운영 및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탐지 시스템 네트워크 이중화를 위한 장비 구매 지급

주식회사 아이플러스텍

19,250,000

2019-01-03

인증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_잔금_케이브레인컴퍼니 지급

케이브레인컴퍼니

14,160,000

2019-01-03

서울청사 비식별지원센터 회의실 무빙월 설치 공사비 지급

민우건설주식회사

16,170,000

2019-01-03

종합상황실 침해사고 대응 및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탐지 시스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카드 구매 지급

주식회사 아이플러스텍

17,248,000

2019-01-03

2018년 지자체 정보보호 기본업무 매뉴얼 개정본 1종 인쇄 지급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디지털인쇄사업소

10,980,000

2019-01-03

개인정보 침해사례 및 대응방안 자료집 제작 지급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2019-01-03

사이버대피소 탐지 악성코드 분석 및 서버 보안을 위한 기자재 구매 지급

주식회사 희망하우징

2019-01-0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사업 소개 및 취업 박람회 개최 기념품 제작 지급

아이비장애인보호작업장

6,500,000

2019-01-03

정보보호 실태조사 및 백서 발간, 악성코드탐지체계 운영(탐지), 융합ICT 침해사고 분석체계 구축(취약점) 등을 위한 소모품 구매 지급

사회적협동조합 공감과연대 성동보호작업장

5,500,000

2019-01-03

정보시스템의 SW 보안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정책개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및 인증기반 강화 등을 위한 소모품 구매 지급

사회적협동조합 공감과연대 성동보호작업장

2019-01-08

2018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조사원 교육 및 운영지원 용역_잔금_(사)개인정보보호협회 지급

(사)개인정보보호협회

2019-01-08

클라우드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소모품구매 지급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2019-01-08

2018년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 교육자료(텍스트, 영상) 검토용 기자재 구매 지급

주식회사 이비즈타운

2019-01-08

사이버 위협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용역_잔금_(주)콘텐츠와이즈

(주)콘텐츠와이즈

2019-01-08

’18년 K-Shield Jr. 교육생 인증평가 및 수료인증식 개최 용역_잔금_(주)상상앤컴퍼니 지급

(주)상상앤컴퍼니

2019-01-08

정보통신회선 18년 4분기 이용료_에스케이텔레콤(주), 주식회사 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지급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식회사 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196,039,500

2019-01-08

2018년도 핀테크 서비스 보안성 강화 지원 위탁용역_잔금_유한회사 아홉, (주)코어스넷 지급

유한회사 아홉, (주)코어스넷

130,350,000

2019-01-08

스팸대응시스템 노후화 DB 교체_(주)한스텍 지급

(주)한스텍

420,310,000

2019-01-08

클라우드 보안 점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대여 지급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 조달청

2019-01-08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_잔금_(주)포뎁스 지급

(주)포뎁스

2019-01-08

IoT 제품 서비스 보안성 검증 및 컨설팅 수행 용역_잔금_(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지급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03,500,000

2019-01-08

이용자전화사기 대응 시스템 운영환경 및 서비스 제공 용역_잔금_한국JS데이터시스템즈 지급

한국제이에스데이터시스템즈(주)

29,100,000

2019-01-08

2018년 12월 스팸 신고 수동분배 및 신고처리 결과 분석 용역_(주)예스시큐리티컨설팅 지급

(주)예스시큐리티컨설팅

2019-01-08

2018년 보호나라&KrCERT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_잔금_(주)아비도스 지급

(주)아비도스

17,282,960

2019-01-08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서비스 현황조사 용역_잔금_(주)글로벌리서치 지급

(주)글로벌리서치

46,500,000

2019-01-08

IPv6 전용시험망 인터넷 회선 사업_잔금_(주)케이아이엔엑스 지급

(주)케이아이엔엑스

22,571,569

2019-01-08

2018년도 클라우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인증평가 지원(1차) 용역_잔금_(주)핀시큐리티시스템 지급

(주)핀시큐리티시스템

92,000,000

2019-01-08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체계 지원을 위한 소모품 구매 지급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2019-01-08

비식별 조치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기자재(가구 등) 구매 지급

조달청, 다산에프엔아이

30,685,520

2019-01-08

2018년 ICT분쟁조정상담센터 운영 용역_잔금_주식회사 큐앤에이네트웍스 지급

주식회사 큐앤에이네트웍스

69,406,838

2019-01-08

2018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 운영 용역 12월분_아이티노매즈 지급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68,708,337

2019-01-08

18년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시스템 관리강화 용역_잔금_토피도 주식회사 지급

토피도 주식회사

37,891,240

2019-01-08

2018년도 주요 침해사고 탐지 조치 대응 시스템 보안관제_잔금_에스케이인포섹(주) 지급

에스케이인포섹(주)

2019-01-08

2018년 118상담센터 운영 용역비 12월분 지급

(주)메타넷엠씨씨

2019-01-08

18년 맞춤형 전용백신 제작 용역 잔금 지급_잉카인터넷 지급

(주)잉카인터넷

2019-01-08

사이버 위협분석을 위한 통합 시각화 시제품 개발 용역_잔금_주식회사 코드빌 지급

주식회사 코드빌

2019-01-08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운영 용역_잔금_(주)유앤피플 지급

(주)유앤피플

2019-01-08

개인정보 비식별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비품 구매 지급

대림퍼니처

2019-01-08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 모니터링 및 개선 용역_잔금_(주)유앤피플 지급

(주)유앤피플

2019-01-08

2018년 웹취약점 점검 및 웹보안도구 보급 용역_잔금_에프원시큐리티 지급

주식회사 에프원시큐리티

52,200,000

2019-01-08

개인정보 비식별 테스트베드 운영용 기자재 구매 지급

대림퍼니처, (주)엘피에스

9,510,000

2019-01-08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연구용 기자재 구매 (외부망) 지급

주식회사 이비즈타운

7,761,600

2019-01-08

정보보호 클러스터 운영 지원을 위한 안내사인 설치 공사비 지급

(주) 케이엠디자인

2019-01-08

2018년도 암호이용활성화 홈페이지 개발_잔금_(주)트로닉스 지급

(주)트로닉스

11,400,000

2019-01-08

2018년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용역_잔금_(주)마크로밀엠브레인 지급

(주)마크로밀엠브레인

53,100,000

2019-01-08

정보개방 공유에 대한 처리 기준 마련을 위한 소모품 구매 지급

아이비장애인보호작업장

2019-01-08

클라우드 기반 IoT 위협 자율 분석 및 대응 기술개발 과제의 테스트베드 및 개발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지급

조달청

116,426,590

2019-01-08

2018년 12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대금 지급 지급

대신정보통신 주식회사, (주)한국이디에스, (주)아사달

128,050,000

2019-01-08

2018년 11~12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기능강화 및 운영 용역_남선산업(주) 지급

남선산업(주)

2019-01-08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위한 취약점 점검 솔루션 구매 지급

조달청

2019-01-08

18년 사이버사기 검증.조치 및 대응 지원 용역_잔금_(주)아이넷캅 지급

(주)아이넷캅

2019-01-08

2018년 인터넷.정보보호 법제 동향 조사 및 분석 용역_잔금_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2019-01-08

디도스 대응시스템 대피소 구축운영 홍보물품 구매 지급

아이비장애인보호작업장

2019-01-08

2018년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조치 및 기술지원 용역_잔금_에프원시큐리티_블루데이타시스템즈 지급

(주)블루데이타시스템즈, 주식회사 에프원시큐리티

2019-01-08

정보보호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 용역_잔금_(주)에이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지급

(주)에이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지급

지급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333,538,800

7,564,000

8,910,000

9,210,000
19,800,000
17,338,869
116,375,000

9,750,000
13,060,000

6,270,000
38,863,635
5,250,000
7,022,400
145,500,000
14,256,825

6,246,260
20,400,000

8,396,700

6,070,000

16,920,000
100,455,020
75,000,000
49,500,000
105,000,000
19,800,000
172,950,000

9,715,800

6,904,300

19,500,000
64,999,900
142,700,000
7,170,000
6,150,000
289,200,000
27,685,350

2019-01-08

2018년 12월 보호나라 민간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지급

(주)가비아

2019-01-08

2018년 악성코드 탐지 및 치료체계 시스템 회선상면서비스 구축 용역_잔금_(주)씨디네트웍스 지급

(주)씨디네트웍스

2019-01-08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기능 유지 및 보완 용역_잔금_(주)지오투정보기술 지급

(주)지오투정보기술

37,950,000

2019-01-08

보안제품 사업화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용역_잔금_(주)위너스랩 지급

(주)위너스랩

23,700,000

2019-01-08

18년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지원센터 위탁운영 용역_잔금_(주)포뎁스 지급

(주)포뎁스

2019-01-08

대국민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제공 용역_12월분_아이티노매즈_핀시큐리티시스템 지급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주)핀시큐리티시스템

128,250,000

2019-01-08

17년~18년 krDNS DDoS 대응 인터넷회선 사업자 선정 용역 2차년도 잔금 지급 지급

드림라인 주식회사

184,377,600

2019-01-08

위치정보사업자를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사업_잔금_인프라닉스(주), (주)지오투정보기술 지급

인프라닉스(주), (주)지오투정보기술

2019-01-08

해외 법제 동향 등 사업자 대상 신규 교육 과정 개설을 위한 관련 자료 번역 지급

(주)코랭스

2019-01-08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GDPR 핸드북 번역 지급

(주)코랭스

2019-01-08

2018년 12월 구내식당 운영비 지급

주식회사정진홈푸드

2019-01-08

2018년 DNS 싱크홀 및 허니넷 시스템 운영환경 제공 용역_잔금_엘지유플러스 지급

(주)엘지유플러스

2019-01-08

2018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운영환경 제공 용역_잔금_에스케이브로드밴드 지급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2019-01-08

2018년도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강화 용역_잔금_포뎁스 지급

(주)포뎁스

2019-01-08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운영 기자재 구매 지급

(주)아이팩타운, 조달청

2019-01-08

2018년 한국인터넷진흥원 노무 자문 및 파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용역_잔금_노무법인 더원인사노무컨설팅

2019-01-08
2019-01-08

20,400,000

96,000,000
7,526,400
7,336,800
18,319,500
12,763,080
633,600,000
21,300,000
6,313,720

노무법인 더원인사노무컨설팅

15,840,000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체계 운영 및 민원처리 용역_잔금_블루데이타시스템즈 지급

(주)블루데이타시스템즈

78,078,000

2018년 12월 파견근로자 위탁업무 대행료 지급

주식회사 제니엘

37,045,276

2019-01-08

2018년 12월 KISA 대중교통(셔틀버스) 운영 용역_예향고속관광 지급

유한회사 예향고속관광

14,355,150

2019-01-08

2018년도 정보보호 클러스터 시설관리 잔금 지급의 건 지급

(주)에이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28,185,000

2019-01-08

18년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인터넷접속용 회선 제공 용역_주식회사 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지급

주식회사 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68,076,000

2019-01-08

2018년 12월 구내식당 직원식대 정산금(급여공제 및 예수금) 지급

정진홈푸드

2019-01-10

IoT 보안테스트베드 운영 및 기술지원 용역 잔금 지급

아이크래프트(주)

81,000,000

2019-01-10

2018년 KISA 직급별 리더십 교육 기획 및 운영 용역 잔금

주식회사 에이투제트컨설팅

37,219,600

2019-01-10

2018년 온라인 교육(스마트 러닝) 위탁 운영 용역 지급

(주)인더스트리미디어

2019-01-10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ㆍ탐지 시스템 개발 용역 잔금

(주)골든플래닛

112,860,000

2019-01-10

2018년 KISA 일반교육 기획 및 운영 용역 지급

(사)한국능률협회

105,000,000

2019-01-10

2018년 KISA 전화외국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용역 지급

(주)캐럿에듀

41,366,400

2019-01-18

2019년 인터넷 정보보호 이슈 발굴 및 분석 위탁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해리

68,248,600

2019-01-18

2019년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분석 용역 선급금

다래나무 주식회사

36,987,160

2019-01-18

2019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발간 용역 선급금

반더스 시큐리티

55,650,000

2019-01-18

2019년 웹하드업체 보안실태 점검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2019-01-23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인터넷접속용 회선 제공 용역_선급금

주식회사 케이티(KT), (주)엘지유플러스(LGU+)

2019-01-23

인증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선급금

(주)다인리더스

2019-01-29

2019년 웹취약점 점검 및 웹보안도구 보급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에프원시큐리티

2019-01-29

2019년 1월분 복합기 임차료 지급

(주)유에스엠

2019-01-31

2019년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지원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해리

2019-01-31

핀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프로그램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큐브커뮤니케이션코리아

180,950,000

2019-01-31

2019년 아이핀 연계시스템 기능강화 및 운영 사업 선급금

주식회사 브이웍스

184,800,000

2019-01-31

2019년도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체계 운영 및 민원처리(장기 2차) 용역 선급금

(주)블루데이타시스템즈

182,182,000

2019-01-31

2019년 보호나라&KrCERT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선급금 지급

(주)아비도스

40,390,000

2019-01-31

2019년도 뉴스 스크랩 대행 용역 선급금

(주)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25,132,800

2019-01-31

인터넷주소자원 백업센터 사용료 및 전용선 통신요금 12월 사용료 자동이체 지급

주식회사 케이티(KT)

2019-02-01

2019년 정보보호 클러스터 시설관리 용역 선급금 지급

(주)에이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2019-02-01

19년도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 라이선스 갱신

조달청

2019-02-11

2019년 1월 나주청사 미화 보안 관리용역비 지급

크린관리 주식회사

55,453,417

2019-02-11

2019년도 1월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사업비 지급

(주)글로벌텔레콤

24,969,863

2019-02-11

2019년도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출입통제 보안강화(특수경비) 용역_선급금

주식회사위드플러스시스템

51,637,978

2019-02-11

2019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조사원 교육 및 운영지원 용역_선급금

(사)개인정보보호협회

90,681,815

2019-02-11

2019년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업무 및 기술지원 용역 선급금 지급

(주)다루소프트

53,900,000

2019-02-11

2019년 1월 나주청사 시설관리 용역 추진 용역비 지급

(주)대림안전시스템

41,594,000

2019-02-11

2019년 krDNS 및 제반 시스템 관리운영 1월 대금지급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97,416,000

2019-02-11

2019년 인터넷주소 등록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1월 용역대금 지급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88,922,000

2019-02-11

인증제도 운영업무 용역 잔금 지급

(주)씨드젠

2019-02-11

2019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 운영 용역 1월분_아이티노매즈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2019-02-1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 인쇄

전우용사촌(주)

2019-02-14

2019년 1월 구내식당 직원식대 정산금(급여공제) 지급

정진홈푸드

8,455,500

2019-02-14

인증제도 운영업무 용역_선급금

(주)씨드젠

78,387,054

2019-02-14

2019년도 핀테크 보안성 강화 컨설팅 위탁용역_선급금

유한회사 아홉, (주)코어스넷

2019-02-14

지능형 침해사고분석체계 구축을 위한 고속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

조달청

26,643,100

2019-02-14

19년 제어시스템 테스트베드 운영 및 유지보수 선금급

그레이플로우 주식회사

65,170,000

2019-02-14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구매수요정보 조사용역 선급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5,000,000

2019-02-20

2019년도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사무국 운영 용역_선급금_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주)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62,300,000

2019-02-20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위탁 운영 분담금 선급금 납부

(주)이글루시큐리티

2019-02-20

2019년 1월 구내식당 운영비

주식회사정진홈푸드

2019-02-20

2019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운영환경 제공 용역(장기1차) 선급금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SKB)

2019-02-20

2019년 1월 스팸대응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용역

한국정보기술(주), (주)비트러스트

2019-02-20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조치 및 기술지원 용역 선급금

(주)블루데이타시스템즈, 주식회사 에프원시큐리티

2019-02-20

'19년 샵메일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선급금

(주)포뎁스

38,500,000

2019-02-20

19년 신 전자문서 유통체계 서비스 운영 및 보안 관리강화 사업 선급금

(주)포뎁스

521,500,000

2019-02-20

구직자 대상 보안사고 분석대응 기술인력 양성(장기2차)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490,841,680

2019-02-20

전자문서유통센터 전산장비 시건을 위한 포트락 구매

(주)엘피에스

2019-02-20

구직자 대상 정보보호 관리진단 기술인력 양성(장기2차) 용역 선급금

(주)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

2019-02-20

2019년 설날명절 선물 지급

(주)인터파크 비즈마켓

63,444,000

2019-02-20

2019년 융합보안 인력양성(스마트 자동차 분야) 교육사업 용역 선급금 지급

쿤텍 주식회사

26,600,000

2019-02-20

2019년 1월 급여업무 아웃소싱 비용 지급

(주)에이치알아웃소싱코리아

2019-02-22

2019년 2월 구내식당 직원식대 정산금(급여공제) 지급

정진홈푸드

2019-02-22

2019년 1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대금 지급

(주)글로벌텔레콤, 한국정보기술(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2019-02-22

118상담센터 전환직원 PC 교체

조달청

34,766,730

2019-02-22

스팸조사팀 전환직원 및 기존직원 연구시험용 PC 교체

조달청

25,949,370

2019-02-22

2019년 인터넷.정보보호 법제 동향 조사 및 분석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메이선

2019-02-26

2019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 모니터링 및 개선 용역 선급금

(주)유앤피플

342,804,000

2019-02-26

2019년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운영 용역 선급금

(주)유앤피플

105,509,250

2019-02-26

2019년 DNS 싱크홀 및 허니넷 시스템 운영환경 제공 용역 선급금 지급

(주)엘지유플러스(LGU+)

2019-02-26

대국민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제공 용역(장기 2차) 1월분_아이티노매즈_핀시큐리티시스템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019-02-26

개인정보노출대응시스템 운영 관제 및 유지관리 용역_1월분_아이티노매즈_디에스라인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주)디에스라인

2019-02-26

2019년 전기통신사업자 발신번호 변작 현장검사 지원 용역 선급금

(주)디플랫폼

지급

지급

지급

6,000,000
138,600,000

8,433,000

6,600,000

52,000,000
155,232,000
40,600,000
122,220,000
13,466,660
48,648,600

7,395,750
65,100,000
605,396,800

9,916,666
59,767,083
5,038,000

238,854,000

7,920,380
6,289,800
979,968,000
39,379,526
698,600,000

7,530,000
496,300,000

5,454,240
11,808,000
128,833,000

27,650,000

29,780,520
128,250,000
52,091,666
126,000,000

2019-02-26

2019년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선급금

오상자이엘(주), (주)한스텍, 네이버시스템(주)

2019-02-26

재중국 한국기업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동향 조사 및 세미나 개최 지원 용역 선급금

(주)지엔컨설팅코리아, (사)한국경영정보학회

755,425,000

2019-02-26

19년도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금 지급

(재)충북지식산업진흥원

2019-02-26

최정예 사이버보안인력(K-Shield) 교육훈련용 VDA 라이선스 구매

(주)넷월드코리아

2019-02-26

2019년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운영 및 관리강화 1월 대금

(주)콤텍정보통신,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

2019-02-26

2019년 2월분 복합기 임차료 지급

(주)유에스엠

2019-02-26

19년도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금 지급

(재)대구테크노파크

2019-02-26

2019년도 종전부동산(동아타워 2층）매각을 위한 재감정평가 용역비 지급

(주)가람감정평가법인

2019-02-26

2019년도 종전부동산(동아타워 2층）매각을 위한 재감정평가 용역비지급(프라임감정)

프라임감정평가법인(주)

2019-02-26

2019년도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선급금

(주)유앤피플

2019-02-27

2019년 2월 급여업무 아웃소싱 비용 지급

(주)에이치알아웃소싱코리아

2019-02-28

인터넷주소자원 백업센터 사용료 및 전용선 1월 통신요금 자동이체

주식회사 케이티(KT)

2019-03-05

'19년 전자문서 통합 지원센터 위탁운영 용역 선급금

(주)포뎁스

2019-03-05

19년 krDNS DDoS 클린존 회선 및 IDC 임차 1차년도 선급금 지급

(주)브로드밴드아이디씨

155,015,000

2019-03-05

IoT 제품 서비스 보안성 검증 및 컨설팅 수행 용역과제 선급금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25,680,000

2019-03-05

IoT 제품 서비스 보안성 검증 및 컨설팅 수행 용역과제 선급금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56,420,000

2019-03-05

이용자전화사기 대응 시스템 운영환경 및 서비스 제공 용역 선급금 지급

한국제이에스데이터시스템즈(주)

52,850,000

2019-03-05

'19년도 인터넷주소자원 민간전문가 국제 활동지원 용역_선급금_(주)인텔리전스

주식회사 인텔리전스

61,110,000

2019-03-05

2019년 2월 나주청사 미화 보안 관리용역비 지급

크린관리 주식회사

54,460,811

2019-03-05

2019년 2월 나주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지급

(주)대림안전시스템

35,121,000

2019-03-05

'19년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시스템 관리강화 용역 선급금

토피도 주식회사

89,180,000

2019-03-07

2019년 1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지급

오상자이엘(주), (주)한스텍, 네이버시스템(주)

62,077,613

2019-03-07

2019년 2월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비 지급

(주)글로벌텔레콤

22,553,425

2019-03-07

2019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 운영 용역 2월분_아이티노매즈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2019-03-07

'19년 맞춤형 전용백신 제작 용역 선급금 지급

(주)하우리

154,000,000

2019-03-07

악성코드 탐지 및 치료체계 시스템 회선 상면서비스 구축 용역(1차년도) 선급금 지급

(주)씨디네트웍스

173,102,300

2019-03-07

신규학습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기자재 구매

아이티스정보통신(주)

2019-03-07

보안강화(Win 7 OS 교체)를 위한 기자재 구매

(주)녹색사랑

2019-03-11

2019년 위치정보 클라우드 운영기능강화 및 기술지원 사업 선급금

인프라닉스(주)

166,530,000

2019-03-11

2019년 1, 2월 보안성능인증팀 테스트랩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위탁용역

(주)글로벌텔레콤, 한국정보기술(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192,060,000

2019-03-11

2019년 2월 krDNS 및 제반 시스템 관리운영 용역비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97,416,000

2019-03-11

2019년 2월 인터넷주소 등록관리시스템 용역비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88,922,000

2019-03-11

2019년 1월 상경 및 출퇴근 지원 셔틀 운영 용역

유한회사 나라고속

15,455,000

2019-03-13

위치정보 품질 평가 서버 구매

(주)아이티스톤

2019-03-13

'19년 전자문서유통센터 백업센터(IDC) 임차료

(주)브로드밴드아이디씨

12,100,000

2019-03-13

페이퍼리스 이사회 도입에 따른 기자재 구매

(주)아이팩타운

11,160,000

2019-03-13

118상담팀 업무용 PC 추가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8,480,000

2019-03-13

스팸조사팀 업무용 PC 추가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2019-03-15

2019년 2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대금 지급

(주)글로벌텔레콤, 한국정보기술(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2019-03-15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 보안성 강화를 위한 보안솔루션 구매

조달청

2019-03-15

2019년 2월 스팸대응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용역

한국정보기술(주), (주)비트러스트

2019-03-15

＇19년도 전자문서 유통허브 및 보관 SW 기능 운영 용역 선급금

토피도 주식회사

2019-03-15

2019년 글로벌 정보보호 산업시장 동향조사 연구용역 선급금 지급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2019-03-15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안내서 인쇄

강산

2019-03-20

2019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순회교육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아이엘아이티

2019-03-20

2019년 1월 정보통신회선비

(주)엘지유플러스(LGU+), 주식회사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SKB)
71,005,300

2019-03-20

2019년도 인터넷주소자원 및 인터넷주소분쟁조정 홈페이지 유지관리 선급금 지급

(주)아사달

46,200,000

2019-03-20

2019년 정보보호 해외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대행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인텔리전스

47,600,000

2019-03-20

2019년 전자정부 정보보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분석 용역 선급금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41,300,000

2019-03-20

국가도메인 등록정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반 운영 용역비_선급금_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주)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22,960,000

2019-03-20

2018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인쇄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디지털인쇄사업소

27,830,000

2019-03-20

나주본원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이비즈타운, 조달청

12,401,360

2019-03-20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사업 업무 지원을 위한 PC 구매

(주)녹색사랑, 조달청

2019-03-22

KRnet 2019 콘퍼런스 대회장 기관분담금 납부

(사)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

15,000,000

2019-03-22

CTI R&D과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특허비용 (2019년 3월)

특허법인 가산

11,366,133

2019-03-22

웹보안 강화 서비스 시스템 신규 구축을 위한 운영체제 라이선스 구매

(주)넷월드코리아

2019-03-22

나주본원 책상 등 비품구매

조달청, 다산에프엔아이

12,019,520

2019-03-22

2019년 3월분 복합기 임차료

(주)유에스엠

13,466,660

2019-03-22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환경 구축용 기자재 구매

(주)엘피에스

2019-03-26

2019년 3월 구내식당 직원식대 정산분(급여공제) 지급

정진홈푸드

2019-03-26

IoT 보안인증 활성화를 위한 해설서 인쇄

호정씨앤피

2019-03-26

융합ICT 환경에서의 보안취약점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선급금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03-26

2019년 2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운영 및 관리강화 용역비

(주)콤텍정보통신,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

2019-03-26

2019년도 2월분 상경 및 출퇴근 지원 셔틀 운영 용역

유한회사 나라고속

2019-03-26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운영 및 업무관리를 위한 기자재 구매

조달청, (주)엘피에스, (주)녹색사랑

5,696,230

2019-03-26

클라우드 기반 IoT 위협 자율 분석 및 대응 기술 개발을 위한 기자재(워크스테이션) 구매

(주)아이팩타운

9,112,000

2019-03-26

2019년 나주본원 건물 및 자산 화재보험 가입

한화손해보험(주)

2019-03-28

2019년 2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지급

오상자이엘(주), (주)한스텍, 네이버시스템(주)

62,077,613

2019-03-28

2018 회계연도 회계결산 감사수수료 지급

안세회계법인

20,000,000

2019-03-28

제13회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문서 인쇄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2019-03-28

2019년도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위과정 지원

건국대학교

2019-03-28

융합보안 교육 스마트 자동차 분야 기자재 구입

(주)엘피에스

19,040,000

2019-03-28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테스트랩 시험환경 지원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8,378,000

2019-03-28

웹취약점 점검 엔진 갱신을 위한 라이선스 1식 구매

주식회사 시큐원

2019-03-28

암호모듈검증 시험실 복합기 및 문서 세단기 구매

(주)아이팩타운, 조달청

2019-03-28

19년~20년 krDNS DDoS 대응 인터넷회선 사업자 선정 1차년도 선급금 지급

드림라인 주식회사

2019-04-01

2019년 공공·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용역 선급금 지급

(주)씨드젠

2019-04-01

인터넷주소자원 백업센터 사용료 및 전용선 2월 통신요금 자동이체

주식회사 케이티(KT)

2019-04-02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운영 및 기능강화 용역 선급금 지급

(주)포뎁스

2019-04-02

2019년 ISMS-P 인증심사원 전환 교육 운영 용역과제 선급금

(사)한국씨피오포럼,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2019-04-02

118상담센터 업무용 PC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2019-04-02

대국민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제공 용역(장기 2차) 2월분_아이티노매즈_핀시큐리티시스템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019-04-02

개인정보노출대응시스템 운영 관제 및 유지관리 용역 2월분_아이티노매즈_디에스라인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주)디에스라인

2019-04-02

2019년 3월 급여 업무 아웃소싱 비용 지급

(주)에이치알아웃소싱코리아

2019-04-02

융합보안지원팀 업무용 기자재 구매

조달청, 하나시스

2019-04-04

2019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운영시스템 인프라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선급금

주식회사 도연시스템즈

49,933,704

2019-04-04

2019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 원가산정 용역 잔금 지급

사단법인한국경영분석연구원

11,050,000

63,265,363
210,000,000
6,961,680
309,993,750
13,466,660
260,000,000
7,700,000
7,700,000
87,060,000
5,454,240
7,395,750
48,300,000

59,767,083

6,324,000
18,380,000

7,000,000

18,480,000
128,833,000
21,716,640
39,379,526
161,700,000
54,600,000
7,996,000
53,977,000

8,081,050

7,912,000

8,459,000
11,209,500
9,988,000
34,300,000
308,497,618
12,127,500

6,598,100

6,930,000
6,498,900

7,800,000
8,365,770
294,000,000
40,425,000
7,395,750
296,100,000
65,858,100
13,440,000
128,250,000
52,091,666
5,454,240
5,854,890

2019-04-04

2019년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용역 사업 선급금

(주)씨드젠

2019-04-04

2019년 3월 나주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주)대림안전시스템

202,188,000
39,528,000

2019-04-04

2019년 3월 나주청사 미화보안 관리용역 대금 지급

크린관리 주식회사

54,672,455

2019-04-04

2019년 융합보안 인력양성(스마트 에너지 및 의료 분야) 교육사업 용역 선급금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씨드젠

77,408,100

2019-04-04

2019년 2월 정보통신회선비

(주)엘지유플러스(LGU+), 주식회사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SKB)
71,003,620

2019-04-04

2019년 인터넷주소 등록관리시스템 3월 용역대금 지급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88,922,000

2019-04-04

정보보호 공시 이행 지원 컨설팅 및 모니터링 점검단 운영 용역 선급금

(주)에이스솔루션

94,500,000

2019-04-04

2019년 3월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비 지급

(주)글로벌텔레콤

24,969,863

2019-04-09

IoT 보안테스트베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과제 선급금

(주)글로벌텔레콤

171,500,000

2019-04-09

IoT 보안테스트베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과제 선급금

쿤텍 주식회사

2019-04-09

ICT_분쟁조정지원센터 IP전화시스템 이전 및 개선작업

주식회사 로그정보통신

5,995,000

2019-04-09

2019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 운영 용역 3월분_아이티노매즈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59,767,083

2019-04-09

정보통신기반시설 해외 정보보호 동향조사 및 심층분석 용역 선급금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27,293,728

2019-04-09

2019년3월 krDNS 및 제반 시스템 관리운영 용역비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2019-04-09

'19년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이행현황 점검지원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한국정보보안원

2019-04-09

전자거래분쟁 상담을 위한 업무용 PC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2019-04-09

국내외 인텔리전스 수집 및 분석서버 증설을 위한대용량 메모리 기반 고성능 장비 구매

트리플채널

19,800,000

2019-04-09

악성코드 탐지체계 운영을 위한 분석환경 구축용 기자재 구매

(주)엘피에스

13,513,000

2019-04-09

융합 ICT 침해사고 분석체계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이비즈타운

2019-04-09

2019년 3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운영 및 관리강화 용역비

(주)콤텍정보통신,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

2019-04-09

나주본원 및 서울청사 사이니즈 인쇄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10,380,400

2019-04-09

악성코드 탐지 및 분석체계 구축을 위한 라이선스 구매

(주)엘피에스

13,035,000

2019-04-09

클라우드 기반 IoT 위협 자율 분석 및 대응 기술 개발을 위한 수집 서버 기자재 구매

(주)유니아시스

65,538,000

2019-04-09

2019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장 실습환경조성(임차) 위탁용역 선급금

(주)알투컴

30,067,000

2019-04-09

3월 보안성능인증팀 테스트랩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위탁용역

(주)글로벌텔레콤, 한국정보기술(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96,030,000

2019-04-09

제13회 필기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보안운송 용역_1회차

(주)브링스코리아

2019-04-09

2019년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정보보호 교육과정 개발 운영 및 행사 개최 등 위탁 용역 선급금

(주)두두아이티

2019-04-12

사이버 위협 동향 분석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자재 구매

아이티스정보통신(주)

2019-04-12

2019년 국제해킹방어대회（CODEGATE） 개최 지원 분담금

사단법인 코드게이트보안포럼

70,000,000

2019-04-12

2019년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훈련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도연시스템즈

68,183,790

2019-04-12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컨퍼런스(NetSec-KR 2019) 개최 분담금

한국정보보호학회

20,000,000

2019-04-12

2019년 3월 구내식당 운영비

주식회사정진홈푸드

5,306,400

2019-04-16

클라우드 보안 점검 서비스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주식회사 케이티(KT)

43,401,220

2019-04-16

전자문서유통센터 전산장비 교체 및 신규 보안솔루션 구매(SW)

(주)오픈네트웍시스템, 주식회사 아워스

2019-04-16

2019년 FIDO 글로벌 시험인증 인프라 조성 사업 선급금 지급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45,000,000

2019-04-16

2019년 TTA 사업참가자 분담금 납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9,950,000

2019-04-16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시험환경 정보보호를 위한 차단시스템 장비 구매

(주)소나타시스템즈

18,400,000

2019-04-16

사이버 위협 정보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0,220,000

2019-04-16

개인정보노출대응시스템 운영 관제 및 유지관리 용역 3월분 아이티노메즈 디에스라인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주)디에스라인

52,091,666

2019-04-16

제8회 정보보호의 날 홍보영상 제작 용역 선급금

비쥬얼인프라

2019-04-17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이티빌

2019-04-19

2019년 IPv6 테스트베드 인터넷 회선 용역(장기2차) 계약 선급금 지급

(주)케이아이엔엑스

54,220,271

2019-04-19

20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원가산정 용역 잔금

사단법인한국경영분석연구원

16,380,000

2019-04-19

3월 상경 및 출퇴근 지원 셔틀 운영 용역

유한회사 나라고속

15,730,000

2019-04-19

대표홈페이지 민간 클라우드 이용 비용 지급

주식회사 케이티(KT)

2019-04-19

대국민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제공 용역(장기 2차) 3월분 아이티노매즈 핀시큐리티시스템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019-04-19

신규직원 PC 및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조달청

2019-04-19

융합 ICT 침해사고 분석체계 활용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엘피에스

13,950,000

2019-04-19

2019년 인터넷플랫폼시장 현황조사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케이씨에프파트너스

52,800,000

2019-04-19

2019년 스팸대응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지급(3월)

한국정보기술(주), (주)비트러스트

39,379,526

2019-04-19

국외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를 위한 자산 구매

(주)아이팩타운

2019-04-19

위협정보활용팀 내용년수 초과로 인한 기자재 구매

(주)아이팩타운

2019-04-19

다중이용 서비스 보안수준 점검 사업 선급금

(주)노르마

113,400,000

2019-04-19

2019년 3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대금 지급

(주)글로벌텔레콤, 한국정보기술(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128,833,000

2019-04-19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인쇄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7,011,000

2019-04-19

자기학습형 사이버 면역 기술 개발 과제 기자재 구매

(주)아이팩타운

5,957,600

2019-04-19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홍보 리플렛 인쇄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2019-04-23

2019년 3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지급

오상자이엘(주), (주)한스텍, 네이버시스템(주)

62,077,613

2019-04-23

통신 프로토콜에 양자내성암호 스킴 적용 방안 연구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코어텍

30,450,000

2019-04-23

19년도 정보통신시설 정보보호 행사 개최 지원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해울디자인

45,360,700

2019-04-23

의료데이터 활용정책연구를 위한 MHMD 프로젝트 회의록 번역

(주)팬트랜스넷

2019-04-23

블록체인 해외 동향 조사 및 분석 용역 선급금 지급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20,790,000

2019-04-23

2019년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및 교육 운영 용역과제 선급금

한국표준협회

63,651,000

2019-04-23

핀테크 Bi-Weekly 리포트 발간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2019-04-23

2019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용역 선급금 지급

(주)소만사

2019-04-23

2019년 4월분 복합기 임차료

(주)유에스엠

13,466,660

2019-04-25

2019년 글로벌 인터넷 정책 및 산업 동향 분석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

(주)와이즈인포넷

94,479,000

2019-04-25

2019년 3월 정보통신회선비

(주)엘지유플러스(LGU+), 주식회사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SKB)
71,016,660

2019-04-25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테스트랩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주)엘피에스

2019-04-25

2019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과정 홍보 브로슈어 제작

전우용사촌(주)

2019-04-25

2019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정보시스템 정보보호 고도화 위탁용역 선급금

에스케이인포섹(주)

2019-04-25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Test-Lab 시험 지원용 노후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2019-04-25

블록체인 기술·정책 연구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미래비전그룹

66,500,000

2019-04-25

2019년도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추진 1분기 사업비 정산

(주)유앤피플

58,040,000

2019-04-25

2018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제작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2019-04-30

2018년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고객만족도 조사 잔금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12,000,000

2019-04-30

지능형 CCTV 성능 시험용 특수환경 영상 촬영 및 디지털화 용역 선급금

마커스미디어

99,750,000

2019-04-30

K-Shield IoT보안 실습과정 실습재료 구입

(주)엘피에스

7,989,300

2019-04-30

전자정부보호팀 업무용 노트북 구매

(주)녹색사랑

8,160,000

2019-04-30

융합보안 스마트 에너지 및 의료분야 기자재 구입

주식회사 제이케이이엠씨

8,542,380

2019-04-30

임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계단 조성 스티커 구매

주식회사 두루행복

7,085,000

2019-04-30

2019년 노동조합 창립기념 노사공동기념행사 물품 구매

이레월드

2019-04-30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성능시험 계측장비 실습 교육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8,500,000

2019-04-30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시험환경 지원을 위한 서버 구매

(주)소나타시스템즈

19,600,000

2019-04-30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스마트 디바이스 및 입주사 물품 구매

(주)엘피에스, 조달청

9,327,620

2019-04-30

인터넷주소자원 백업센터 사용료 및 전용선 3월 통신요금 자동이체

주식회사 케이티(KT)

7,395,750

2019-05-03

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 컨설팅 위탁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쓰리에스컴

361,900,000

73,500,000

97,416,000
179,550,000
6,990,000

8,954,000
308,497,618

7,194,000
59,290,000
5,880,000

87,135,977

29,260,000
103,530,000

32,340,000
128,250,000
6,089,930

5,018,000
8,052,000

5,470,000

7,974,500

17,150,000
199,500,000

7,830,000
6,490,000
278,740,000
8,750,000

5,390,000

7,110,000

2019-05-03

krDNS서비스의 안정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자재 구매

조달청, 하나시스

2019-05-03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위탁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모모팩토리, (주)신영씨앤피

39,600,000

9,045,510

2019-05-03

위치정보 클라우드 시스템 보안 장비 구매(HW-나라장터)

조달청

66,293,050

2019-05-03

제4회 아시아태평양 인터넷거버넌스 아카데미 운영대행 용역비_선급금_(주)잇츠마이스

주식회사 잇츠마이스(Its MICE)

67,897,900

2019-05-03

4월 나주청사 미화 보안 관리용역비 지급

크린관리 주식회사

54,836,512

2019-05-03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가상 인프라 환경 구성을 위한 MS VDA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2019-05-08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선급금

한컴시큐어, (주)메이어스

231,000,000

2019-05-08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선급금

(주)씨씨미디어서비스

189,000,000

2019-05-08

2019년 4월 급여 업무 아웃소싱 비용 지급

(주)에이치알아웃소싱코리아

2019-05-08

2019년 온라인 교육(스마트 러닝) 위탁 운영을 위한 선급금

(주)인더스트리미디어

15,400,000

2019-05-08

랜섬웨어 암호기능 및 복구 가능성 분석 용역 선급금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42,000,000

2019-05-08

경영정보시스템 안정적인 데이터 백업을 위한 스위치 라이선스 증설

(주)넷월드코리아

6,481,200

2019-05-08

2019년 4월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비 지급

(주)글로벌텔레콤

24,164,384

2019-05-08

2019년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시스템 운영 용역 선급금

한국전자인증주식회사

2019-05-08

2019년 4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운영 및 관리강화 용역비

(주)콤텍정보통신,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

2019-05-10

2019년 krDNS 및 제반 시스템 관리운영 4월 대금지급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97,416,000

2019-05-10

2019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 운영 용역 4월분_아이티노매즈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59,767,083

2019-05-10

4월 보안성능인증팀 테스트랩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위탁용역

(주)글로벌텔레콤, 한국정보기술(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96,030,000

2019-05-10

2019년 인터넷주소 등록관리시스템 4월 용역대금 지급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2019-05-10

2019년 1-4월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실태 검사 지원 용역비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019-05-10

신규직원 PC 및 기자재 구매

(주)엘피에스, 조달청

7,901,930

2019-05-10

제2차 분야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 선급금 지급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7,440,000

2019-05-10

4월 상경 및 출퇴근 지원 셔틀 운영 용역비

유한회사 나라고속

2019-05-10

전자문서유통센터 전산장비 교체 및 신규 보안솔루션 구매(나라장터)

조달청

2019-05-14

2019년 4월 구내식당 직원식대 정산분(급여공제) 지급

주식회사정진홈푸드

2019-05-14

2019년 4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대금 지급

(주)글로벌텔레콤, 한국정보기술(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128,833,000

2019-05-14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교육 및 컨설팅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주식회사 포유씨큐리티

107,573,697

2019-05-14

2019년 4월 스팸대응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용역비

한국정보기술(주), (주)비트러스트

39,379,526

2019-05-17

2019년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강화 동향조사 용역 선급금 지급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20,720,000

2019-05-17

악성코드 탐지 및 분석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매

에이엠디에이치포(AMDH4)

2019-05-17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경진대회 운영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2019-05-17

2019년도 118상담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선급금

(주)유니온리서치

2019-05-17

대국민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제공 용역(장기 2차) 4월분 아이티노매즈 핀시큐리티시스템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019-05-17

2019년도 IPv6 종합지원센터 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선급금 지급

(주)인재아이엔씨

20,111,142

2019-05-17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 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보안 컨설팅 운영 용역비_선급금_이리오넷(주)

이리오넷(주)

60,760,000

2019-05-17

전자거래분쟁조정시스템 접근이력관리 보안솔루션 구매

조달청

2019-05-17

개인정보노출대응시스템 운영 관제 및 유지관리 용역 4월분 아이티노매즈 디에스라인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주)디에스라인

2019-05-17

개인정보점검팀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2019-05-17

서울청사 실외기 방음벽 설치 공사 대금지급

그로우건설

2019-05-21

카드뉴스 등 홍보콘텐츠 제작 용역 선급금

유한회사 애드스퀘어

2019-05-21

2019년 블록체인 TechBiz 컨퍼런스 및 진흥주간 개최·운영 용역 선급금

(주)전자신문사

2019-05-21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규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포유씨큐리티,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64,953,000

2019-05-21

2019 국내외 위치정보 산업 동향 및 실태조사 선급금

(사)개인정보보호협회, (주)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

59,850,000

2019-05-21

2019년 4월 정보통신회선비

(주)엘지유플러스(LGU+), 주식회사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SKB)
71,016,660

2019-05-21

국내 암호산업 육성을 위한 암호이용 실태조사 선급금 지급

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

34,510,000

2019-05-21

Asia Privacy Bridge Forum 개최 분담금

연세대학교

40,000,000

2019-05-21

2019년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스토리지 확장용 기자재 구매

(주)아이티스톤, 주식회사 아워스

38,641,689

2019-05-21

2019년 5월분 복합기 임차료

(주)유에스엠

13,466,660

2019-05-23

2019년 5월 구내식당 직원식대 정산분(급여공제) 지급

주식회사정진홈푸드

10,732,500

2019-05-23

정보보호 사전점검 자율이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선급금

주식회사 오픈이지

10,341,100

2019-05-23

IoT 침해사고 수집 대응 시스템 구축 용역 선급금 지급

(주)상록아이엔씨

2019-05-23

2019년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용역 선급금

(주)마크로밀엠브레인

2019-05-23

사이버보안빅데이터센터 활성화 운영 기술지원 용역_선급금_다루소프트

(주)다루소프트

42,525,714

2019-05-23

2019년 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 선급금 지급 1

(주)트리니티소프트, 주식회사 이와이엘, 엘에스웨어(주)

29,820,000

2019-05-23

불법스팸 상담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로그정보통신

2019-05-23

보증수준별 본인확인 정책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과제 선급금

세종사이버대학교

2019-05-23

제8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행사 위탁용역 선급금

(주)에이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2019-05-23

2019 찾아가는 정보보호 진로체험 교육 운영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34,300,000

2019-05-23

2019년 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 선급금 지급 2

㈜기원테크, 비티비엘

22,400,000

2019-05-28

융합 ICT 분석을 위한 분석망-내부망 간 자료전송 솔루션 구매

(주)스타아이티

22,333,448

2019-05-28

Privacy Global Edge 2019 행사 지원 분담금

(사)한국씨피오포럼

10,000,000

2019-05-28

2019 전자문서산업 실태조사 용역 선급금

2019-05-28

지능형 침해사고 종합분석플랫폼 데이터전처리 및 분석 기능개발 용역 선급금

티쓰리큐 주식회사

96,250,000

2019-05-28

2019년 온라인광고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

(사)한국온라인광고협회

81,900,000

2019-05-28

빅데이터센터 위협정보 시각화를 위한 기자재 구매

조달청

8,445,360

2019-05-28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운영 및 업무용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주)녹색사랑, 조달청

7,482,790

2019-05-28

노후화 기자재 교체 구매

(주)아이팩타운

2019-05-28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시스템 메일 발송 솔루션 구입

(주)비즈아이솔루션

13,200,000

2019-05-28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기능유지 및 보완 용역 선급금

(주)지오투정보기술

54,880,000

2019-05-28

2019년 4월 구내식당 운영비

주식회사정진홈푸드

2019-05-28

인공지능 기술 기반 침해사고 로그분석 시스템 구축 관련 선급금

티쓰리큐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246,400,000

2019-05-28

웹 표준 인식제고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

(주)상상앤컴퍼니, 주식회사 해울디자인

338,376,500

2019-05-28

웹취약점 점검 라이선스 갱신 및 업무 수행을 위한 SW 구매

주식회사 시큐원

2019-05-28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테스트랩 시험환경 지원을 위한 기자재(Control PC) 구매

(주)엘피에스

2019-05-28

제13회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시험문서 인쇄

(주)강산인쇄

2019-05-28

2019년도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사후평가 지원 용역 선급금

(주)핀시큐리티시스템,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2019-05-28

발신번호 변작 대응 시스템 관련 백신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조달청

2019-05-28

사이버사기 시스템 저장장치 확장 및 분석 소프트웨어 구매

(주)엘피에스

2019-05-28

경영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서울청사 통신장비 교체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2019-05-28

전자정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모바일앱 검증 지원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스패로우

445,830,000

2019-05-28

2019년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훈련과정 운영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

(주)코어시큐리티

122,957,947

2019-05-28

2019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교육 개발 및 운영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37,537,500

2019-05-28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공급망 보안관리 방안 마련 용역 선급금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59,500,000

2019-05-30

정보보호 클러스터 협업강화를 위한 행사 운영 용역 선급금

(주)에이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55,300,000

2019-05-30

'2019년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성장 지원)' 프로그램 용역 선급금

(주)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48,160,000

2019-05-30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 운영 지원 용역비_선급금_한국정보보안원

주식회사 한국정보보안원

38,150,000

2019-05-30

암호 키관리 안전성 분석 도구 통합 GUI 시작품 개발 용역과제 선급금

주식회사 아이엘아이티

55,048,000

8,890,200

5,454,240

31,500,000
308,497,618

88,922,000
155,166,660

14,795,000
421,756,730
12,991,500

5,459,900
101,500,000
11,900,000
128,250,000

9,752,380
52,091,666
9,978,000
26,554,000
26,670,000
164,048,500

53,900,000

산학협력단

글로벌알앤씨연구소

166,250,000

6,600,000
41,577,200
149,373,000

53,200,000

6,319,500

5,920,200

16,942,000
5,400,000
6,026,400
240,100,000
9,791,010
7,640,000
14,440,800

2019-05-30

침해사고 대응 및 시스템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기자재 구매

조달청, (주)엘피에스

7,820,390

2019-05-30

2019년 5월 급여 업무 아웃소싱 비용 지급

(주)에이치알아웃소싱코리아

5,454,240

2019-05-31

인터넷주소자원 백업센터 사용료 및 전용선 4월 통신요금 자동이체

주식회사 케이티(KT)

2019-06-04

클라우드 보안 점검 시스템 인프라 운영 관리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오파스넷

2019-06-04

2019년 4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지급

오상자이엘(주), (주)한스텍, 네이버시스템(주)

61,832,161

2019-06-04

경기지역 중소기업 대상 정보보호 서비스 및 전문교육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비엔스트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124,600,000

2019-06-04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이버보안전문단 운영 선급금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사)한국씨피오포럼

27,027,000

2019-06-04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교육 선급금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사)한국씨피오포럼

62,986,000

2019-06-04

2019년도 IT 21 글로벌 컨퍼런스 공동 주관 기관 분담금 납부

(사)한국정보처리학회

2019-06-04

개인정보 노출대응시스템 기능 개선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224,580,000

2019-06-04

침해사고 특징정보 분석 관리 환경구축 용역 선급금

(주)콘텐츠와이즈

113,400,000

2019-06-04

5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운영 및 관리강화 용역비

(주)콤텍정보통신,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

308,497,618

2019-06-04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상키패드 구매

조달청

2019-06-04

본인확인 점검 및 업무용 노트북 구입

(주)녹색사랑

2019-06-04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관리 및 공유 기능 개발 용역 선급금

(주)콘텐츠와이즈

161,700,000

2019-06-10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모의침투 훈련 등 정보보호 기술지원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시큐아이

170,100,000

2019-06-10

2019년 이용자 대상 불법스팸 방지 및 인식제고 교육 운영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2019-06-10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성능개선 컨설팅 수행 및 평가기준 개발 용역과제 선급금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19-06-10

5월 나주청사 미화 보안 관리용역비

크린관리 주식회사

59,666,497

2019-06-10

전자문서유통센터 업무망 구축 장비 구매

(주)아이티스톤

19,900,000

2019-06-10

전자문서유통센터 업무망 구축 장비 추가구매

(주)아이티스톤

2019-06-10

기계학습 기반 바이너리 내 취약점 식별 라이브러리 개발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아이엘아이티

2019-06-10

2019년 일반교육 기획 및 운영 용역 선급금

(사)한국능률협회

2019-06-10

지능형 CCTV 시험도구 기능 확대 및 시험연동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재영소프트

58,500,000

2019-06-10

2019년도 krDNS 및 제반 시스템 관리운영 5월 용역대금 지급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97,416,000

2019-06-10

2019년 인터넷주소 등록관리시스템 5월 용역대금 지급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2019-06-10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역량 제고를 위한 중소ㆍ영세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등 지원 용역비_선급금_(주)씨드젠

(주)씨드젠

2019-06-10

바이너리 코드 수정을 통한 제어 흐름 변경 기반 취약점 분석 시작품 개발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아이엘아이티

2019-06-10

정보시스템 등급제 기반 보안관리 이행지원 컨설팅 용역과제 선급금 지급

시큐어플러스(주)

2019-06-10

취약한 IP카메라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34,286,560

2019-06-10

2019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 운영 용역 5월분_아이티노매즈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59,767,083

2019-06-13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현황 분석 및 보안협의체 운영 지원 용역 선급금

데일리소프트 주식회사 (dailySoft Co.,Ltd.)

47,600,000

2019-06-13

발신번호 변작 대응 시스템 기능 개선 용역 선급금 지급

(주)상록아이엔씨

46,200,000

2019-06-13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분석 및 보안모델 개발 선급금

(주)콘텐츠와이즈

61,600,000

2019-06-13

5월 보안성능인증팀 테스트랩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위탁용역비

(주)글로벌텔레콤, 한국정보기술(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96,030,000

2019-06-13

118상담관리시스템 접근이력관리 보안솔루션 구매

조달청

2019-06-13

원활한 비식별 조치 지원을 위한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조달청

2019-06-13

암호기술의 적합성 검증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선급금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37,800,000

2019-06-13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인력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 용역 선급금 지급

이알케이솔루션주식회사

59,290,000

2019-06-13

사이버위협정보분석공유시스템운영을 위한 방송장비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9,600,000

2019-06-13

공공분야 송달현황 및 전자고지 서비스 만족도 조사 용역 선급금 지급

글로벌알앤씨연구소

23,100,000

2019-06-13

지능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통합 플랫폼 개발 용역 선급금

티쓰리큐 주식회사

115,920,000

2019-06-13

2019년 5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대금

(주)글로벌텔레콤, 한국정보기술(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128,833,000

2019-06-17

정보보호 클러스터 기업 홍보 지원을 위한 홍보 영상 제작 용역 선급금

비쥬얼인프라

23,870,000

2019-06-17

2019년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사업자 현황 조사 용역 선급금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9,005,000

2019-06-17

다중이용서비스(IoT기기) 취약점 점검 용역 선급금 지급

(주)노르마

62,930,000

2019-06-17

IoT 취약점 점검 시스템 개선 및 기능 개발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루테스

2019-06-17

위치정보 클라우드 시스템 보안 장비 구매(SW)

(주)웨어비즈

2019-06-17

2019년 5월 구내식당 운영비

주식회사정진홈푸드

5,666,100

2019-06-17

만화로 보는 알기쉬운 해킹메일 대처법 책자 인쇄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7,680,000

2019-06-17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운영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2019-06-19

2019년도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최초평가 지원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019-06-19

2019년 클라우드 사업자 이용자 보안 교육 용역 선급금

(사)한국씨피오포럼,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2019-06-19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컨설팅 및 안전성 검증 지원 용역 선급금 지급

이리오넷(주), 주식회사 시큐어비즈

2019-06-20

개인정보노출대응시스템 운영 관제 및 유지관리 용역 5월분 아이티노매즈 디에스라인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주)디에스라인

52,091,666

2019-06-20

긴급구조 목적 위치정보 품질 측정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아비스

49,000,000

2019-06-20

5월 스팸대응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용역비

한국정보기술(주), (주)비트러스트

39,379,526

2019-06-20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교육과정 개발 및 공모전 수행 용역_선급금_컬처메이커스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2019-06-20

5월 대국민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제공 용역비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주)핀시큐리티시스템

128,250,000

2019-06-20

긴급구조 목적 위치정보 품질 측정 용역 선급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384,650,000

2019-06-20

2019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위탁용역 선급금

(주)한국통계연구소(KORSTAT)

2019-06-20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2019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용역 선급금

2019-06-20

7,395,750
82,320,000

5,000,000

32,373,880
5,830,000

20,677,002
174,720,000

9,950,000
38,668,000
300,087,480

88,922,000
137,060,000
54,726,000
136,500,000

9,752,380
6,453,150

87,500,000
131,820,940

9,150,000
277,900,000
48,510,000
165,984,000

60,480,000

39,900,000

글로벌알앤씨연구소

41,580,000

APISC 침해사고대응 초청교육 개최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컨빈코리아

72,072,000

2019-06-20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지원을 위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기능 확대 방안 및 모델 개발 연구용역 선급금

다래나무 주식회사

27,154,400

2019-06-20

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원사업 운영, 현장실사 등 상시업무 수행을 위한 노트북,SW 및 전산소모품 구매

(주)녹색사랑,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2019-06-20

글로벌 사이버보안 CAMP 연례총회 및 초청세미나 개최‧운영 용역 추진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모닝엔터컴

2019-06-20

6월 나주청사 미화 보안 관리용역 용역비 및 정산금

크린관리 주식회사

48,665,705

2019-06-25

발신번호 변작 신고센터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용역 선급금 지급

(주)상록아이엔씨

77,000,000

2019-06-25

제13회 실기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보안운송 용역대금 정산

(주)브링스코리아

7,194,000

2019-06-25

2019년 5월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사업비 지급

(주)글로벌텔레콤

24,969,863

2019-06-25

2019년 6월분 복합기 임차료

(주)유에스엠

13,466,660

2019-06-25

사이버보안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개선 및 시각화 기능 개발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아이엘아이티

2019-06-25

IoT허니넷(위협정보 수집) 환경구축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에프원시큐리티

162,750,000

2019-06-25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용역 선급금

(주)씨드젠, (주)와이닷시큐리티

459,206,440

2019-06-25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용역 선급금

(주)나무시큐리티, 주식회사 보탬네트웍스

145,012,560

2019-06-25

SW개발보안 적용 확대 및 강화 방안 마련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오픈이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06-25

정보통신망법 적용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다국어 교육 과정 개발 용역 관련 선급금

(주)씨드젠

2019-06-26

2019년 5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지급

오상자이엘(주), (주)한스텍, 네이버시스템(주)

2019-06-27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지원 용역 선급금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9-06-27

긴급구조 목적 위치정보 품질 측정 용역 선급금

한국시험인증원 주식회사

56,350,000

2019-06-27

교통 분야 사물인터넷(IoT) 보안가이드 개정 용역 선급금 지급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7,650,000

2019-06-27

2019년 4월, 5월 가정의 날 행사 운영비

샬레코리아(주)

19,660,080

2019-06-27

2019년 국가정보보호백서 인쇄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27,752,920

2019-06-27

5월 상경 및 출퇴근 지원 셔틀 운영 용역비

유한회사 나라고속

15,922,500

2019-06-27

Wi-Fi AP DB 갱신 기반 구축 연구 사업 선급금

(주)지오투정보기술

158,200,000

2019-06-27

민간분야 기반시설 보호활동 강화를 위한 협의회 및 전문교육 운영 사업 선급금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부설정보통신인증센터

63,000,000

2019-06-27

민간분야 기반시설 신규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술지원 용역 선급금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부설정보통신인증센터

123,900,000

5,390,000
133,000,000

81,200,000

41,368,250
107,954,000
57,961,593
255,000,000

2019-06-27

2019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개최 용역 선급금 지급

(주)에이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38,05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