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5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대가지급 현황
지급일

지급내역

지급처

지급금액
(단위 : 원)

2020-01-21

재중국 한국기업 중국 법제도 준수 지원을 위한 세미나 개최 지원 용역 선급금

(주)지엔컨설팅코리아

65,100,000

2020-01-21

인증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 선급금 지급

(주)다인리더스

40,734,246

2020-01-21

'20년도 인증제도 운영업무 용역비 (2차년도) 선급금

(주)씨드젠

85,662,500

2020-01-21

2020년 DNS 싱크홀 및 허니넷 시스템 운영환경 제공용역 선급금 지급

(주)엘지유플러스

62,277,600

2020-01-21

2020년 사이버보안빅데이터센터 활성화 운영 기술지원 용역_선급금_다루소프트

(주)다루소프트

54,600,000

2020-01-21

2020년 보호나라＆KrCERT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선급금 지급

(주)아비도스

40,425,000

2020-01-21

2020년 인터넷.정보보호 법제 동향 조사 및 분석 용역 선급금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27,930,000

2020-01-21

2020년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업무 및 기술지원 용역 선급금 지급

(주)다루소프트

55,300,000

2020-01-21

온라인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IDC 상면임대 （2차년도-2020년）선급금 지급

(주)브로드밴드아이디씨

2020-01-21

2020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및 전환교육 운영 용역 선급금

한국표준협회

2020-01-23

2020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조사원 교육 및 운영지원 용역 선급금

(사)개인정보보호협회

2020-01-23

2020년 웹취약점 점검 및 웹보안 도구 보급 용역과제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에프원시큐리티

2020-01-23

2020년 1월분 복합기 임차료

(주)유에스엠

13,416,660

2020-01-29

2020년도 뉴스 스크랩 대행 용역 계약 선급금 지급

(주)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29,013,600

2020-01-29

2020년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발간 용역 선급금 지급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2020-02-06

'20년도 전자문서 유통허브 및 보관 SW 기능 운영 용역 선급금

토피도 주식회사

137,200,000

2020-02-06

2020년 아이핀 연계시스템 기능강화 및 운영 사업 선급금

주식회사 브이웍스

195,580,000

2020-02-06

2020년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조치 및 기술지원 용역 추진 관련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에프원시큐리티, (주)블루데이타시스템즈, (주)제로

648,900,000

2020-02-06

2020년 인터넷 정보보호 이슈발굴 및 분석 위탁용역비 선급금

주식회사 해리

2020-02-06

2020년도 핀테크 특화 인력양성 사업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식회사 큐브커뮤니케이션코리아 231,000,000

2020-02-06

2020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1월 대금지급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2020-02-06

2020년 1월 구내식당 운영비

주식회사정진홈푸드

2020-02-06

구직자 대상 정보보호 관리진단 기술인력 양성(장기 3차) 용역 선급금

(주)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

2020-02-07

2020년 1월 급여 업무 아웃소싱 비용 지급

(주)에이치알아웃소싱코리아

5,454,240

2020-02-13

분쟁조정회의 개최를 위한 노트북 구매

(주)녹색사랑

5,240,000

2020-02-13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용 기자재 구매

(주)녹색사랑

5,240,000

2020-02-13

동아타워 ICT회의실 환경개선작업

민우건설주식회사

9,790,000

2020-02-13

인터넷.정보보호 관련 법제 연구 및 정비 업무 수행에 활용할 기자재 구매

(주)녹색사랑

2020-02-20

2020년 웹하드업체 보안실태 점검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2020-02-20

구직자 대상 보안사고 분석대응 기술인력 양성(장기 3차)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490,841,680

2020-02-20

2020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 운영 용역 1월분_아이티노매즈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55,000,000

2020-02-20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위한 취약점 점검 솔루션 라이센스 갱신

(주)미래에코산업

2020-02-20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인터넷접속용 회선 제공 용역 추진(장기 2차)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케이티(KT), (주)엘지유플러스

2020-02-20

1월 원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매

사회적협동조합 행복

2020-02-20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용품 일괄 구매

사회적협동조합 행복

2020-02-20

2020년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지원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해리

48,404,510

2020-02-20

2020년도 상반기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출입통제 보안강화(특수경비) 용역 사업 선급금

주식회사위드플러스시스템

52,226,937

2020-02-20

2020년 상반기 나주청사 임직원 상경 및 출퇴근 지원_1월분

금호고속주식회사 관광사업부

17,600,000

2020-02-20

2020년도 인터넷주소자원 백업센터 구축을 위한 IDC 및 회선 임차 위탁용역 대금지급(1월)

(주)브로드밴드아이디씨

2020-02-20

2020년 키사랑 어린이집 1분기 운영비

키사랑 어린이집

2020-02-20

융합보안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가상화 소프트웨어(VMware Workstation 15 Pro) 구매

(주)엘피에스

2020-02-20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용역 장기 1차 1월분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주)디에스라인,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06,916,674

2020-02-20

20년도 핀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큐브커뮤니케이션코리아

194,810,000

2020-02-24

2020년도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사무국 운영 용역_선급금_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주)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2020-02-24

웹 표준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운영 용역 선급금 지급

(주)상상앤컴퍼니

2020-02-24

2020년 1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

(주)글로벌텔레콤,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주식회사 오픈링크시스템 123,566,000

2020-02-24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업무를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조달청

12,285,570

2020-02-24

전자문서유통센터 운영인력 충원에 따른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조달청

23,511,750

2020-02-27

2020년 2월분 복합기 임차료

(주)유에스엠

13,416,660

2020-02-27

2020년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강화 동향조사 용역 선급금 지급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31,360,000

2020-02-27

전자거래분쟁조정 지원시스템 개선 용역 선급금

(주)아비도스

2020-02-27

HTML5 기술 지원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

(주)포뎁스

2020-03-03

2020년도 핀테크 보안성 강화 컨설팅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린아레나(LIN arena inc., 주식회사 라임시큐리티 , 주식회사
252,000,000

2020-03-03

2020년 1월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사업비 지급

(주)글로벌텔레콤

2020-03-03

2020년 전기통신사업자 발신번호 변작 현장검사 지원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엘앤제이테크

2020-03-03

2020년 설날명절 선물 지급

(주)인터파크 비즈마켓

2020-03-03

2020년 스팸대응시스템(응용SW) 유지관리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

(주)비트러스트

2020-03-05

2020년도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반 구축 사업 1사분기 참여기관 사업비 지급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30,000,000

2020-03-05

개인정보노출대응시스템 백업 라이센스 증설

(주)엘피에스

18,000,000

2020-03-05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및 내부 업무를 위한 기자재 구매

조달청, (주)녹색사랑, 사회적협동조합 행복

2020-03-05

IoT 보안테스트베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과제 선급금 지급

(주)글로벌텔레콤

266,000,000

2020-03-05

업무용협업시스템과 그룹웨어 연동 모듈 구매

(주)타이거컴퍼니

7,469,000

2020-03-05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매

조달청

2020-03-05

인터넷서비스정책기획팀 업무 활용 기자재 구매

사회적협동조합 행복, 조달청

2020-03-05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자산구매

조달청

9,916,666
120,484,000
91,636,363
122,220,000

62,416,200

68,252,800

185,416,000
19,365,600
496,300,000

5,240,000
54,600,000

10,780,000
155,232,000
8,200,000
7,690,000

6,820,000
81,974,000
13,530,000

67,900,000
183,316,210

64,218,000
166,600,000

23,715,847
122,220,000
70,104,000
167,517,084

10,372,210

5,294,020
10,587,850
8,395,090

2020-03-05

2020년도 종전부동산（동아타워 2층）매각을 위한 재감정평가 용역비 지급(가람감정)

(주)가람감정평가법인

2020-03-05

2020년도 종전부동산（동아타워 2층）매각을 위한 재감정평가 용역비 지급(프라임감정)

프라임감정평가법인(주)

7,700,000

2020-03-05

위치정보사업자를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기능강화 및 운영 사업 선급금

인프라닉스(주)

2020-03-06

부산 블록체인 체험서비스 구축 및 운영 용역 선급금

코인플러그

2020-03-06

2020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2월 대금지급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2020-03-06

2020년 2월 급여 업무 아웃소싱 비용 지급

(주)에이치알아웃소싱코리아

2020-03-10

안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 용역 선급금 지급

법무법인 디라이트

18,900,000

2020-03-10

웹취약점 점검 관리 시스템 라이센스 갱신

(주)코드원

12,100,000

2020-03-10

'20년 전자문서유통센터 백업센터(IDC) 임차료

(주)브로드밴드아이디씨

18,480,000

2020-03-10

전자문서유통센터 환경개선 공사

주온이엔씨(주)

14,762,200

2020-03-10

침해사고 현장 출동을 위한 기자재 구매

사회적협동조합 행복

2020-03-10

개인정보노출대응시스템 관리용 패치관리시스템(PMS) 구매

(주)디에스라인

2020-03-10

침해사고 악성코드 분석용 기자재 구매

사회적협동조합 행복

2020-03-10

1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엘지히다찌(주) , 아이크래프트(주), (주)비온시이노베이터, 주식회사355,458,320

2020-03-10

(장기계약 2차） 악성코드 탐지 및 치료체계 시스템 회선 상면서비스 구축 용역 관련 선급금 지급

(주)씨디네트웍스

174,013,000

2020-03-10

2020년(장기계약 2차)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운영환경 제공 용역 선급금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SKB)

979,968,000

2020-03-10

20년도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금 지급

(재)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220,000,000

2020-03-10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

(주)유앤피플

2020-03-10

20년도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금 지급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490,000,000

2020-03-10

20년도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금 지급

(재)충북지식산업진흥원

420,000,000

2020-03-10

20년도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금 지급

재단법인부산정보산업진흥원

470,000,000

2020-03-10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 실태조사 선급금

(주)네오알앤에스

2020-03-10

2020년 정보보호 클러스터 운영관리 용역 선급금

(주)에이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투썬캠퍼스

2020-03-10

침해사고 분석 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사회적협동조합 행복

2020-03-10

2020년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선급금

싸이버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조인트리

2020-03-10

2020년 2월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업 사업비 지급

(주)글로벌텔레콤

2020-03-10

2020년 융합보안 교육장 교육환경 조성(PC임차) 선급금

주식회사 주들로

2020-03-10

2020년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비(1~2월)

(주)글로벌텔레콤, 한국정보기술(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2020-03-10

웹취약점 점검 엔진 갱신(라이선스 1식)

(주)코드원

2020-03-10

2020년 제어시스템 테스트베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선급금

그레이플로우 주식회사

2020-03-10

2020년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 운영 용역 선급금

(주)씨드젠

2020-03-10

취약점 점검용 기자재 구매

사회적협동조합 행복, 조달청

2020-03-10

악성코드분석용 기자재 구매

(주)한빈아이티

2020-03-10

20년도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금 지급

（재）강원테크노파크

2020-03-10

2020년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분석 용역 선급금

다래나무 주식회사

2020-03-10

개인정보보호 법개정 후속조치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용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조달청

2020-03-10

2020년 정보통신시설 정보보호 행사 개최 지원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해울디자인

45,815,000

2020-03-10

2020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 운영 용역 2월분_아이티노매즈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55,000,000

2020-03-10

랜섬웨어 허브 운영 및 악성코드 분석 기자재 구매

아이티스정보통신(주)

2020-03-11

20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자산유지보수_2월

(주)비온시이노베이터

2020-03-13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의무조치 모니터링 및 개선 용역 선급금

(주)유앤피플

2020-03-13

2월 인터넷주소자원 백업센터 구축을 위한 IDC 및 회선 임차 위탁용역

(주)브로드밴드아이디씨

2020-03-13

20년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기능 유지 및 보완_선급금

(주)지오투정보기술

46,200,000

2020-03-13

IoT 제품 서비스 보안성 검증 및 컨설팅 수행 용역과제 선급금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55,930,000

2020-03-13

2020년 인터넷주소 및 거버넌스 민간전문가 국제 활동지원 용역_선급금_(주)인텔리전스

주식회사 인텔리전스

2020-03-13

2019~2020년 krDNS DDoS 클린존 회선 및 IDC 임차 2차년도 선급금 지급

(주)브로드밴드아이디씨

2020-03-1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훈련용 VDA 라이선스(1년) 구매

(주)넷월드코리아

2020-03-13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임직원용 마스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2020-03-13

IoT 제품 서비스 보안성 검증 및 컨설팅 수행 용역과제 선급금 지급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20-03-13

사이버 침해대응 업무를 위한 기자재 구매

조달청

2020-03-13

스팸정책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매

사회적협동조합 행복

9,231,000

2020-03-13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체계 구축을 위한 소프웨어 구매

사회적협동조합 행복

14,460,600

2020-03-13

서버급 대용량 시스템 이미지 분석을 위한 분석PC구매

사회적협동조합 행복

12,900,000

2020-03-13

다중이용 온라인 서비스 취약점 점검용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2020-03-17

20년도 울산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금 지급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220,000,000

2020-03-17

20년도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금 지급

(재)대구테크노파크

500,000,000

2020-03-17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용역 선급금

(주)글로벌텔레콤, 한국정보기술(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614,900,000

2020-03-17

2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엘지히다찌(주) , 아이크래프트(주), (주)비온시이노베이터, 주식회사355,458,320

2020-03-17

2020년 1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지급

(주)비온시이노베이터, 싸이버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진티엔에스
106,588,782

2020-03-17

2020년 상반기 나주청사 임직원 상경 및 출퇴근 지원_2월분

금호고속주식회사 관광사업부

16,200,000

2020-03-17

전자문서유통센터 관제체계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녹색사랑

15,500,000

2020-03-17

2020년 2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

(주)글로벌텔레콤,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주식회사 오픈링크시스템 123,566,000

2020-03-17

개인정보보호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용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조달청

2020-03-17

스팸대응 시스템 분석 및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매

사회적협동조합 행복, 조달청

2020-03-17

이용자전화사기 대응 시스템 운영환경 및 서비스 제공 용역 선급금

한국제이에스데이터시스템즈(주)

58,100,000

2020-03-17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 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보안 컨설팅 운영 용역 선급금

이리오넷(주)

66,744,000

2020-03-17

암호모듈검증(KCMVP) 시험평가실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용역 선급금

(주)시원코리아

66,080,000

2020-03-20

침해사고 분석 관리 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엘피에스

2020-03-20

2019년 경영실적보고서 본보고서 인쇄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디지털사업단

7,700,000
135,349,900
60,060,000
185,416,000
5,454,240

6,840,000
19,580,000
7,150,000

92,736,000

64,680,000
128,750,270
9,570,000
431,650,000
22,185,792
28,318,521
102,483,332
9,100,000
66,542,000
194,040,000
9,354,140
11,877,800
220,000,000
40,600,000
5,754,130

8,050,000
5,511,000
389,760,000
6,820,000

65,170,000
155,015,000
6,762,800
9,600,000
223,720,000
6,685,910

9,100,000

5,386,770
8,807,930

8,118,000
29,920,000

2020-03-20

2019년 경영실적보고서 개인정보보호본부 참고자료 인쇄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디지털사업단

2020-03-20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및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한 자산구매

조달청, (주)녹색사랑

13,739,000

2020-03-24

2020년 1월 정보통신회선비 지급

(주)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SKB), 주식회사

70,541,320

2020-03-24

전자문서유통센터 업무용 기자재 및 소모품 구매

사회적협동조합 행복, (주)녹색사랑

14,300,000

2020-03-24

대표홈페이지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 이용료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32,334,540

2020-03-24

2020년 2월 정보통신회선비 지급

(주)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SKB), 주식회사

69,842,700

2020-03-24

2020년 2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지급

(주)비온시이노베이터, 싸이버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진티엔에스
106,229,517

7,144,840

2020-03-24

사이버위협 방지관리시스템 데이터 저장 서버 구매

(주)넷월드코리아

2020-03-24

AI 기반 침해사고 분석 관리 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하나시스

2020-03-27

2020년 FIDO 글로벌 시험인증 인프라 조성 사업 선급금 지급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0,000,000

2020-03-27

2020년도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 라이선스 갱신

조달청

305,586,010

2020-03-27

제5회 아시아태평양 인터넷거버넌스 아카데미운영 대행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인텔리전스

2020-03-27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장기 1차 2월분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주)디에스라인,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06,916,666

2020-03-27

침해사고 재발방지 기술지원 용역 선급금 지급

(주)플레인비트

300,000,000

2020-03-27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 선급금

유한회사 애드스퀘어

2020-03-27

2020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교육 및 세미나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55,137,390

2020-03-27

2020년 융합보안 인력양성(스마트 자동차 분야)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선급금

쿤텍 주식회사

50,400,000

2020-03-27

2020년 융합보안 인력양성（스마트 홈가전 분야）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선급금

(주)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

49,600,000

2020-03-27

AI기반 스팸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 분석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기자재 구매

사회적협동조합 행복

11,946,200

2020-03-27

전자문서유통센터 운영용 전산 소모품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6,952,000

2020-03-27

글로벌 사이버보안지수 대응 자료 한영번역

(주)코랭스

5,013,700

2020-03-27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위한 취약점 점검 솔루션 라이센스 갱신

(주)미래에코산업

2020-03-27

2020년 정보보호 해외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대행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인텔리전스

2020-03-27

2020년 2월 구내식당 운영비

주식회사정진홈푸드

2020-03-27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운영 및 기능강화 용역 선급금 지급

(주)포뎁스

2020-03-27

국내외 핀테크 산업 동향 리포트 발간 용역 선급금 지급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2020-03-27

전자문서이용활성화 사업 업무용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주)녹색사랑

6,790,000

2020-03-27

AI기반 침해사고 및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아이팩타운

9,680,000

2020-03-27

전자문서유통센터 업무망 NTP 서버 구매

(주)제니스텍

9,471,000

2020-03-31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마케팅홍보 강화를 위한 리플렛 제작

호정씨앤피

7,953,000

2020-03-31

부산 블록체인 체험서비스 구축 및 운영 용역 잔금

코인플러그

25,740,000

2020-03-31

안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 용역 잔금 지급

법무법인 디라이트

2020-04-03

2020년 국내외 위치정보 산업 동향 및 실태조사 용역 선급금 지급

(사)개인정보보호협회, (주)날리지리서치그룹

2020-04-03

취약점 점검 환경 보안성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조달청

2020-04-03

2020년 온라인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선급금

(주)두두아이티, 엘투비솔루션(주)

2020-04-03

국내 암호산업 육성을 위한 암호이용 실태조사 선급금

2020-04-03

2020년 3월분 복합기 임차료

(주)유에스엠

2020-04-03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원가조사 용역 선금금

사단법인 아태행정산업연구원

2020-04-03

나주청사 시설관리용 자재 및 공구 구매（20년 2차）

L．S산업

5,990,000

2020-04-03

2020년 3월 구내식당 운영비

주식회사정진홈푸드

5,157,900

2020-04-03

2019 회계연도 회계결산 감사수수료 지급

안세회계법인

20,000,000

2020-04-03

202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용역 1분기 대금

(주)소만사

81,015,000

2020-04-03

신규 보안 취약점 개선 조치 기술지원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위키시큐리티

2020-04-03

2020년 융합보안 인력양성(스마트 에너지, 제조 및 의료 분야)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용역 선급금

사단법인 스마트의료보안포럼

2020-04-0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주)녹색사랑, 조달청

2020-04-03

위협정보활용팀 인사이동으로 인한 기자재 구매

조달청,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2020-04-03

정보보호 산업전문인력 양성 사업 수행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엘피에스, (주)녹색사랑

2020-04-07

2019~2020년 krDNS DDoS 대응 인터넷회선 사업자 선정 2차년도 선급금 지급

드림라인 주식회사

2020-04-07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SW 보안약점 진단 및 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외부망 업무용 PC 및 모니터 구매

조달청

6,062,560

2020-04-07

2020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과정 홍보 브로슈어 제작

전우용사촌(주)

6,600,000

2020-04-07

3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엘지히다찌(주) , 아이크래프트(주), (주)비온시이노베이터, 주식회사355,458,320

2020-04-07

1분기 개인정보 관리실태 검사 지원 용역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020-04-07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회계컨설팅 용역 선급금 지급

세아회계법인

2020-04-07

회원탈퇴 지원체계 운영 및 민원처리 용역 1분기 사업비 정산

(주)블루데이타시스템즈

70,950,000

2020-04-07

3월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위탁용역

(주)글로벌텔레콤, 한국정보기술(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51,241,666

2020-04-07

2020년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지원 용역 1분기 용역비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020-04-07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고도화 컨설팅 지원 용역 선급금 지급

(주)코어시큐리티

2020-04-07

2020년도 인터넷주소자원 백업센터 구축을 위한 IDC 및 회선 임차 위탁용역 대금지급(3월)

(주)브로드밴드아이디씨

2020-04-07

2020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3월 대금지급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185,416,000

2020-04-10

2020년 전자정부 SW 보안약점 진단 및 모바일앱 검증 지원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스패로우

462,000,000

2020-04-10

2020년 전자문서유통센터 운영 및 보안 관리강화 선급금

싸이버테크 주식회사

627,900,000

2020-04-10

2020년도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운영지원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한국정보보안원

43,430,656

2020-04-10

2020년 3월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사업비

(주)글로벌텔레콤

23,715,847

2020-04-10

보유부동산(플래티넘타워 11층）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비 지급(가람감정)

(주)가람감정평가법인

2020-04-10

'20년 맞춤형 전용백신 제작 용역 선급금 지급

(주)잉카인터넷

2020-04-10

2020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인쇄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2020-04-10

2020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 운영 용역 3월분_아이티노매즈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2020-04-10

2020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정보시스템 정보보호 고도화 위탁용역 선급금

(주)싸이버원

2020-04-10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한 118상담센터 칸막이 확장 추진

다산에프엔아이

글로벌알앤씨연구소

10,466,170
6,544,000

76,000,000

36,000,000

5,500,000
47,040,000
5,362,500
296,100,000
19,600,000

8,100,000
63,235,454
9,135,100
65,425,568
35,532,000
13,416,660
7,040,000

66,481,524
144,000,000
14,392,060
6,180,060
6,727,800
294,000,000

120,050,000
6,195,000

73,500,000
178,560,000
6,820,000

8,058,000
169,400,000
7,341,840
55,000,000
267,960,000
7,844,000

2020-04-10

보유부동산(플래티넘타워 11층）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비 지급(하나감정)

(주)하나감정평가법인

2020-04-17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용역 장기 1차 3월분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주)디에스라인, (주)핀시큐리티시스템

7,667,000

2020-04-17

전자문서유통센터 환경개선 공사 후속조치를 위한 냉난방기 구매

서진시스템

2020-04-17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임직원용 마스크 구매

이레월드

2020-04-17

2020년도 1분기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인터넷회선 구축 및 운영 위탁용역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SKB), (주)엘지유플러스(LGU+),

48,000,000

2020-04-17

2020년 키사랑 어린이집 2분기 운영비 지원

키사랑 어린이집

81,974,000

2020-04-17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운영 관리 및 기능 강화 용역 선급금

㈜아비도스

51,276,228

2020-04-17

118상담센터 전염병 감염·전파 예방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2020-04-21

2020년 전자정부 정보보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분석 용역 선급금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47,360,000

2020-04-21

데이터기술지원허브 내 서버 접근제어를 위한 솔루션 구매

(주)엘피에스

19,910,000

2020-04-21

1분기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푸르니보육지원재단

6,276,000

2020-04-21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녹색사랑, 조달청,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7,592,120

2020-04-21

연구개발과제 기술이전 실적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 및 유지를 위한 특허 비용 납부

특허법인 가산

9,146,084

2020-04-21

2020년 3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

(주)글로벌텔레콤,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주식회사 오픈링크시스템 123,566,000

2020-04-21

위협정보활용팀 내용년수 초과로 인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조달청

2020-04-21

정보보호 사전점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선급금

주식회사 오픈이지

2020-04-23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현황 분석 및 보안인증제 개선 지원 용역 선급금

데일리소프트 주식회사 (dailySoft Co.,Ltd.)

2020-04-23

2020년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구매수요 정보조사 용역 선급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0-04-23

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 컨설팅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쓰리에스컴

2020-04-23

2020년 3월 정보통신회선료 지급

(주)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SKB), 주식회사

69,842,700

2020-04-28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권리 강화방안 연구 용역 선급금

법무법인민후

35,912,597

2020-04-28

2020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대상 보안 교육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오픈이지

39,441,600

2020-04-28

118상담업무 활용을 위한 업무용 KVM스위치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9,762,500

2020-04-28

지능형 위협정보 데이터 활용 사업 관련((글로벌보안협력팀) 기자재 구입

(주)녹색사랑,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5,488,700

2020-04-28

2019년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및 사회적가치 기여도 조사 잔금지급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20-04-28

클라우드 서비스 가상자원 취약점 점검 및 조치지원 용역 추진 선급금

이리오넷(주), (주)엔오비즈

2020-04-28

블록체인 기술·산업정책 포럼 운영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해시넷

63,360,000

2020-04-28

정보보호 공시 이행 지원 컨설팅 및 모니터링 점검단 운영 용역 선급금

(주)에이스솔루션

107,100,000

2020-04-28

2020년 온라인광고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

(사)한국온라인광고협회

2020-04-28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사업 관련 기자재 구매

테크비 주식회사

2020-04-28

2020년 3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지급

(주)비온시이노베이터, 싸이버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진티엔에스
106,229,517

2020-04-28

드론 보안내재화를 위한 보안항목 개발 용역과제 선급금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5,600,000

2020-04-28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1분기 정산

(주)유앤피플

54,096,000

2020-04-28

krDNS 안전한 관리를 위한 로그관리 솔루션 구매

조달청

29,257,140

2020-04-28

국외 개인정보보호 협력강화 업무 수행을 위한 노트북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조달청

2020-04-28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망 PC 구매

조달청

2020-04-28

20년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용역 선급금 지급

(주)씨드젠

206,916,666
5,560,000
8,940,000

6,600,000

12,952,230
7,893,600
53,200,000
52,500,000
378,560,000

6,500,000
153,075,500

94,000,000
9,900,000

5,653,210
8,746,980
127,700,000

2020-05-06

신규 취약점 분석업무를 위한 기자재 구매

(주)엘피에스, (주)녹색사랑

2020-05-06

202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위탁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모모팩토리, (주)신영씨앤피

39,875,000

9,894,000

2020-05-06

침해사고 분석 환경 구성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9,100,000

2020-05-06

영세중소업체 대상 암호모듈 시험평가 지원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2020-05-06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선금(대한교통학회)

(사)대한교통학회

210,000,000

2020-05-06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선금(마크애니)

(주)마크애니

315,000,000

2020-05-06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선금(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175,000,000

2020-05-06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선금(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175,000,000

2020-05-06

국제 암호모듈 기준 분석 및 개선 연구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스마트엠투엠

34,200,000

2020-05-06

암호모듈검증 신청 및 통계 분석 시스템 개발 용역 선급금

(주)상록아이엔씨

41,600,000

2020-05-06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정제도 연구 용역 선급금 지급

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

31,600,000

2020-05-06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심의 평가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업종별 자율규제 전문가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용역 선금

주식회사 한국정보보안원

31,711,732

2020-05-06

글로벌 웹 표준 동향 조사 분석 용역 선급금 지급

(주)와이즈인포넷

22,704,000

2020-05-06

2020년 4월분 복합기 임차료

(주)유에스엠

2020-05-08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선금(메디블록)

주식회사 메디블록

2020-05-08

암호이용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자재(PC, 모니터 등)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조달청, (주)녹색사랑

18,308,390

2020-05-08

2020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 운영 용역 4월분_아이티노매즈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55,000,000

2020-05-08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운영지원 업무용 기자재 구매

(주)녹색사랑

2020-05-08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선금(네이버시스템, 화물복지재단)

네이버시스템(주), (재)화물복지재단

630,000,000

2020-05-08

2020년 블록체인 TechBiz 컨퍼런스 및 진흥주간 개최운영 용역 선금(전자신문사)

(주)전자신문사

163,059,050

2020-05-08

인공지능 기반 재난환경 영상 제작 도구 개발 용역 잔금

주식회사 재영소프트

58,000,000

2020-05-08

GDPR 수시 법률상담 지원 용역 선금 지급

법무법인민후

62,480,000

2020-05-08

핸드타올 및 두루마리 화장지 구매

사회적협동조합 행복

2020-05-08

2020년 상반기 나주청사 임직원 상경 및 출퇴근 지원_4월분

금호고속주식회사 관광사업부

2020-05-08

원내 스팸스나이퍼 장비 노후화로 신규장비 구매

(주)지란지교시큐리티

2020-05-08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선금(한국생산성본부)

한국생산성본부

2020-05-13

2020년도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반 구축 사업 2사분기 참여기관 사업비 지급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2020-05-13

2020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인쇄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5,999,800

2020-05-13

불법스팸 사실조사 현장방문 및 공동조사용 노트북 구매

(주)녹색사랑

5,160,000

2020-05-13

스팸조사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용 노트북 구매

(주)녹색사랑

2020-05-13

웹취약점 점검 엔진 라이선스 갱신(2식)

(주)코드원

2020-05-13

2020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4월 대금지급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70,333,486

13,416,660
420,000,000

5,640,000

5,346,000
17,320,000
7,200,000
210,000,000
30,000,000

7,800,000
18,252,000
185,416,000

2020-05-13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역량 제고를 위한 중소 스타트업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등 지원 용역 선금

(주)씨드젠

2020-05-13

2020년 다중이용 IoT기기 취약점 점검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에프원시큐리티

136,840,000
98,400,000

2020-05-13

전자문서유통센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보안 솔루션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조달청

20,654,700

2020-05-13

2019년 경영평가 실사대응 체크리스트 답변자료 인쇄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디지털사업단

6,237,000

2020-05-15

전자서명법 위반여부 검토를 위한 법률검토 전문가 자문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한)태평양

5,500,000

2020-05-15

2020년도 4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엘지히다찌(주), 아이크래프트(주), 주식회사 윈스, (주)비온시이노베이터
355,458,320

2020-05-15

2020년도 4월 인터넷주소자원 백업센터 구축을 위한 IDC 및 회선 임차 위탁용역 대금

(주)브로드밴드아이디씨

6,820,000

2020-05-15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선금(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105,000,000

2020-05-15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선금(더존비즈온)

더존비즈온

525,000,000

2020-05-15

2020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컨설팅 및 국외동향 분석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포유씨큐리티

68,600,000

2020-05-15

4월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주)글로벌텔레콤, 한국정보기술(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51,241,666

2020-05-19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원 온라인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 선금

(주)씨드젠

2020-05-19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운영 지원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아이엘아이티

2020-05-19

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 용역과제에 대한 선급금 지급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20-05-19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선금(엘지씨엔에스)

(주)엘지씨엔에스

2020-05-19

국가도메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고객만족 개선 활동 용역비 선급금 지급

(주)트루이스

64,856,000

2020-05-19

글로벌 인터넷플랫폼 동향 조사분석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트레이드파트너스

21,600,000

2020-05-19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용역 장기 1차 4월분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주)디에스라인,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020-05-19

2020년 4월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사업비 지급

(주)글로벌텔레콤

2020-05-19

2020년 4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

(주)글로벌텔레콤,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주식회사 오픈링크시스템 123,566,000

2020-05-19

경기지역 중소기업 대상 정보보호 서비스 및 전문교육 수행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에프원시큐리티

65,000,000

2020-05-19

제26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NetSec-KR 2020) 개최 지원

한국정보보호학회

20,000,000

2020-05-19

20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자산유지보수_4월분

(주)비온시이노베이터

2020-05-19

제6차 인터넷주소자원 3개년 기본계획 컨설팅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앳시스

47,120,000

2020-05-19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선금(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175,000,000

2020-05-19

2020년도 본인확인서비스 안전성 진단 및 개선 사업 선금

주식회사드로닉스

333,400,000

2020-05-19

2020년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평가 지원 용역 선급금

(주)핀시큐리티시스템,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712,950,000

2020-05-19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보안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장비 구매

조달청

16,744,930

2020-05-21

2020년 K-스타트업 정보보호 초기창업기업 육성 용역 선금 지급

(주)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54,000,000

2020-05-21

2020년도 F-root DNS 운영을 위한 인터넷 백본회선 이용요금 납부

(주)케이아이엔엑스

54,000,000

2020-05-21

랜섬웨어 암호기능 및 복구가능성 분석 용역과제 선급금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2020-05-21

2020 웹 표준 인식제고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

(주)상상앤컴퍼니

2020-05-21

전자문서유통센터 업무망 방화벽 교체

빛가람정보

19,600,000

2020-05-21

신규 랜섬웨어 동향 분석 용역과제 선급금

코드마이즈

33,680,000

2020-05-21

2020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훈련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선급금

주식회사 도연시스템즈

38,240,000

2020-05-21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ㆍ탐지 시스템 운영을 위한 OS 라이센스 갱신

(주)아이티스톤

13,120,000

2020-05-26

2020년 온라인광고 이용자 인식조사 및 정책연구 추진 선급금 지급

(주)한국통계연구소(KORSTAT) , (사)한국온라인광고협회

74,400,000

2020-05-26

2020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장 실습환경조성(임차) 위탁용역 선급금

(주)올드앤뉴

20,361,244

2020-05-26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수행을 위한 기자재 구매

조달청

2020-05-26

'20년 사이버사기 검증 조치 및 대응 지원 용역 선급금 지급

(주)아이넷캅

225,750,000

2020-05-26

20년 다중이용 서비스 보안수준 점검 용역 선급금 지급

(주)노르마

176,000,000

2020-05-26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활용강화 용역 선금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62,744,000

2020-05-26

2020년 4월 정보통신회선료 지급

(주)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SKB), 주식회사

69,842,700

2020-05-26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교육 컨설팅 및 자율규제 지원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포유씨큐리티,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70,840,000

2020-05-26

2020년 4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지급

(주)비온시이노베이터, 싸이버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진티엔에스
106,229,517

2020-05-26

20년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훈련과정 운영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2020-05-26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역량강화 용역 선금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사)한국씨피오포럼

2020-05-26

전자계약시스템 플러그인 제거를 위한 모듈 구매

조달청

2020-05-28

AI 기반 침해사고 및 악성코드 특징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용역 선급금

(주)콘텐츠와이즈

2020-05-28

전자정부 SW.IoT 보안센터 보안약점 업무 지원과 외부업무 수행 시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업무용 자산 및 시험기기 구매

(주)녹색사랑, 조달청, 사회적협동조합 행복

2020-05-28

이용자전화사기 대응 관련 업무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녹색사랑, 조달청,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2020-05-28

전자문서유통센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보안 솔루션 도입

(주)오픈네트웍시스템, 조달청

36,832,070

2020-05-28

인공지능 환경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연구 용역 선급금 지급

(사)한국정보통신보안윤리학회

31,272,727

2020-05-28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컨설팅 수행 및 평가기준 개선 용역과제 선급금(1회차)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50,000,000

2020-05-28

2020년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시스템 운영 용역 선급금

한국전자인증주식회사

35,640,000

2020-05-28

2020 대한민국 온라인광고 대상 위탁용역 선금급 지급

(주)상상앤컴퍼니

53,907,920

2020-05-28

2020 국가정보보호백서 인쇄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17,423,250

2020-06-02

(신기술융합보안)AI보안 기술개발 챌린지 플랫폼 개발 용역 선급금

(주)두두아이티

93,100,000

2020-06-02

AI보안 교육운영 지원 용역 선급금

한국표준협회

206,500,000

2020-06-0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ICT 공급망 보안 기준 및 해설서 마련 선급금

사단법인 스마트의료보안포럼

2020-06-02

클라우드 보안 점검 시스템 고도화 용역 선급금 지급

(주)엔오비즈

152,000,000

2020-06-02

사이버보안 AI머신 학습지원 시스템 개발 용역 선급금

(주)상록아이엔씨

104,000,000

2020-06-02

다중이용 온라인 서비스 취약점 점검용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9,673,000

2020-06-02

2020년 전자정부 정보보호 전문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위탁 대금 선금

주식회사 스킬서포트

70,487,340

2020-06-02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최상위인증기관 인증업무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8,800,000

2020-06-02

침해사고 관련 취약점 분석환경 구축을 위한 HW 및 SW 구매

(주)녹색사랑, (주)엘피에스

5,964,000

2020-06-02

침해사고 재발방지 기술지원 용역 조달청 수수료 납부

조달청

2020-06-02

사이버 침해사고 특징정보 분석관리 환경 구축을 위한 서버 구매

트리플채널

2020-06-02

전자거래분쟁조정 업무수행을 위한 태블릿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35,904,000
100,421,816
67,200,000
210,000,000

206,916,666
22,950,820

7,491,000

68,400,000
237,377,800

16,890,720

153,655,040
47,760,000
19,541,950
232,000,000
9,833,230
5,699,330

57,454,544

7,375,940
19,550,000
5,650,000

2020-06-04

2020년 글로벌 인터넷 정책 산업 동향 분석 위탁용역 선금 지급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2020-06-04

5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엘지히다찌(주) , 아이크래프트(주), (주)비온시이노베이터, 주식회사355,458,320

2020-06-04

클라우드인증팀 보안인증 관련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도구 구매

조달청

34,505,320

2020-06-04

침해사고 분석 환경 구성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주)녹색사랑

19,743,850

2020-06-04

신규 취약점 분석업무를 위한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조달청

11,383,310

2020-06-04

바이너리 취약점 탐색 성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어문 분석 시작품 개발 용역 선급금

쿤텍 주식회사

54,320,000

2020-06-04

2020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운영 위탁용역 선급금

(주)메가뉴스

30,878,232

2020-06-04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 DB 증설을 위한 대용량 메모리 기반 고성능 장비 구매

트리플채널

2020-06-04

'20년도 정보시스템 등급제 기반 전자정부 정보보호 컨설팅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엘앤제이테크

2020-06-10

정보보호 스타트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선급금

2020-06-10

주요 침해사고 탐지조치대응 시스템 보안관제 용역 선급금

에스케이인포섹(주)

30,954,000

2020-06-10

공개된 개인정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29,735,980

2020-06-10

안전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이슈 연구 용역 선급금 지급

한국표준협회

34,294,732

2020-06-10

스마트시티 플랫폼 및 서비스 보안강화 정책 기반조성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한국정보보안원

36,400,000

2020-06-10

제15회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시험장 대관료 정산

구로고등학교, 경원중학교, 한양공업고등학교,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14,805,000

2020-06-10

정보주체 개인정보 통제권한 행사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선급금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31,040,000

2020-06-10

5월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비

(주)글로벌텔레콤, 한국정보기술(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51,241,666

2020-06-10

2020년 5월분 복합기 임차료

(주)유에스엠

13,416,660

2020-06-10

118상담팀 공무직 3단서랍장 구매

조달청

2020-06-10

2020년 상반기 나주청사 임직원 상경 및 출퇴근 지원_5월분

금호고속주식회사 관광사업부

2020-06-10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및 진단원 양성과정 운영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오픈이지

133,280,000

2020-06-10

AI 기반 악성의심 도메인 탐지·대응 시스템 구축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베일리테크

225,760,000

2020-06-10

2020년 5월 가정의 날 행사 운영비

샬레코리아(주)

2020-06-10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및 분석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녹색사랑,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2020-06-10

2020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 운영 용역 5월분_아이티노매즈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55,000,000

2020-06-10

2020~2021년 KISA 온라인 교육(스마트 러닝) 위탁 운영_선금_윈즈데이

(주)윈즈데이

16,800,000

2020-06-10

전자거래분쟁조정 지원시스템 개선 사업 관련 리포팅 솔루션 구매

(주)엘피에스

2020-06-10

개인정보 노출대응 체계 및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고도화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2020-06-10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실태점검 용역 추진 선금 지급

웹와치 주식회사

34,944,000

2020-06-10

2020년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 운영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42,134,400

2020-06-12

전자문서유통센터 VPN 장비 교체

빛가람정보

2020-06-12

2020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5월 대금지급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2020-06-12

2020년도 118상담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및 CS교육 용역 선금 지급

(주)유니온리서치

12,104,000

2020-06-12

자기학습형 사이버 면역 기술 개발 R&D 과제 기술 개발 및 테스트 기자재 구매

(주)한빈아이티

12,989,000

2020-06-12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입주공간 유지보수 공사

민우건설주식회사

19,660,000

2020-06-12

인터넷침해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자재 및 소모품 구매

(주)녹색사랑,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조달청

26,591,410

2020-06-12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확장공사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매

조달청

2020-06-16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중요문서 보안운송 용역 1차 정산(15회 필기)

(주)브링스코리아

2020-06-16

제6회 지자체 정보보호 발전방향 연찬회 개최 지원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해울디자인

23,807,960

2020-06-16

스팸대응 시스템 대용량 데이터 분석 및 운영 고도화 추진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8,680,000

2020-06-16

개인정보침해 신고 현장 조사를 위한 관련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2020-06-16

2020년 공공 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및 지원 용역 선급금

(주)씨드젠

2020-06-19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클라우드 보안항목 개발 용역 선급금

구름연구소

2020-06-19

20년도 경북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금

(재)포항테크노파크

100,000,000

2020-06-19

20년도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금

(재)충남테크노파크

100,000,000

2020-06-19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 실태조사 잔금

(주)네오알앤에스

2020-06-19

민·관합동조사단 대응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전문단 연구·개발 활동 지원 선급금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사)한국씨피오포럼

2020-06-19

'20년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장비 확충 사업 용역과제 선급금

(주)에스큐브아이

2020-06-19

침해사고 데이터 현장 분석 도구 개발 용역 선급금

코뷰랩

2020-06-19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용역 장기 1차 5월분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주)디에스라인,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020-06-19

2020년 5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 지급

(주)글로벌텔레콤,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주식회사 오픈링크시스템 123,566,000

2020-06-19

안전한 바이오정보 활용 및 보호방안 연구 용역 선급금 지급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35,600,000

2020-06-19

영상 노출 IP카메라 탐지대응 시스템 고도화 용역사업 선급금

(주)상록아이엔씨

66,400,000

2020-06-19

2020년 5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지급

(주)비온시이노베이터, 싸이버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진티엔에스
106,229,517

2020-06-19

2020년도 인터넷주소자원 백업센터 구축을 위한 IDC 및 회선 임차 위탁용역 대금지급(5월)

(주)브로드밴드아이디씨

2020-06-19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시험 평가 체계 개선 연구 용역 선급금 지급

(주)지오투정보기술

2020-06-19

인터넷기반조성팀 기자재 구매

(주)녹색사랑, 조달청,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2020-06-19

서울청사 제2서버실 운영환경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매

조달청

28,050,660

2020-06-19

사이버보안빅데이터센터 활용 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매

조달청

27,703,790

2020-06-19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 노출 대응 업무를 위한 백신 및 기자재 구매

(주)녹색사랑, 조달청,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2,471,060

2020-06-19

20년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훈련시스템 유지보수 선급금

주식회사 도연시스템즈

59,488,000

2020-06-19

(신기술융합보안)AI보안 기술 챌린지 테스트 코드 수집 용역 선급금

(주)엠시큐어

54,000,000

2020-06-24

클라우드 보안인증 민간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연구 위탁과제_선급금_정감협

(사)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27,370,000

2020-06-24

발신번호 변작 대응 신규 기술 조사 및 분석 용역 선급금

(주)비트러스트

2020-06-24

스마트공장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안모델 개발 용역 선급금

에스케이인포섹(주), (주)앤앤에스피

글로벌알앤씨연구소

71,200,000

19,570,000
173,880,000
39,200,000

5,919,790
16,750,000

10,587,500
9,698,000

9,900,000
834,037,600

19,600,000
185,416,000

9,322,060
7,425,000

5,453,000
233,200,000
62,400,000

27,720,000
47,080,000
218,944,000
72,680,000
206,916,666

6,820,000
144,060,000
6,159,710

36,800,000
392,700,000

2020-06-24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확장공사에 따른 냉방기기 구매

다모아공조

2020-06-24

Mac 환경의 침해사고 분석 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4,542,000
6,332,000

2020-06-24

현장 중심의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9,470,000

2020-06-24

제15회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문서 인쇄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7,507,500

2020-06-24

개인정보보호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리뉴얼 용역 선급금

(주)씨드젠

2020-06-24

발신번호 변작 대응 시스템 관련 백신 갱신 구매

조달청

165,440,000

2020-06-24

전자문서유통센터 이중화 구축 선급금

(주)브로드밴드아이디씨

24,358,400

2020-06-24

2020년 5월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사업비 지급

(주)글로벌텔레콤

23,715,847

2020-06-26

악성 코드 및 앱 데이터 자동수집 시스템 개발 용역 선급금

(주)세인트시큐리티

38,400,000

2020-06-26

사이버사기 탐지 대응 정보공유 자동화 기능 개발 용역사업 선급금

주식회사 루테스

60,000,000

2020-06-26

2020년 5월 정보통신회선료 지급

(주)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SKB), 주식회사

2020-06-26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지원 용역 선급금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20-06-26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휴대폰 본인인증 수수료 납부

코리아크레딧뷰로

2020-06-26

전자문서유통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 구축 선급금

(주)브로드밴드아이디씨

130,400,000

2020-06-30

'20년도 정보시스템 등급제 기반 보안관리 이행지원 용역과제 선급금

주식회사 한국정보보호컨설팅

124,800,000

2020-06-30

2020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위탁용역 선급금

(주)글로벌리서치

2020-06-30

SW개발보안 경진대회 및 컨퍼런스 개최 지원 용역 선급금

(주)전자신문사, 주식회사 이도플래닝

139,324,240

2020-06-30

디지털헬스케어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안모델 개발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49,760,000

2020-06-30

디지털헬스케어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안모델 개발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엘앤제이테크)

주식회사 엘앤제이테크

57,600,000

2020-06-30

전자문서유통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 구축을 위한 라우터 구매

빛가람정보

18,200,000

2020-06-30

AI기반 침해사고 분석환경 구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8,287,400

2020-06-30

스팸대응업무 환경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2,040,600

2020-06-30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위한 취약점 점검 솔루션 라이센스 갱신

(주)미래에코산업

12,650,000

7,711,760

69,842,700
581,728,000
9,900,000

79,35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