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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내역

지급처

지급금액
(단위 : 원)

2020-07-02

악성코드 특징정보 추출을 위한 분석도구 구매

오투정보통신 주식회사

123,977,730

2020-07-02

실감콘텐츠 보안모델 개발 및 보안리빙랩 구현방안 수립 용역 선급금

라온화이트햇 주식회사

119,976,000

2020-07-02

실감콘텐츠 보안모델 개발 및 보안리빙랩 구현방안 수립 용역 선급금

라온에스엔씨 주식회사

79,984,000

2020-07-02

글로벌 협의체(CAMP) 및 교육센터(GCCD) 사무국 운영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모닝엔터컴

151,200,000

2020-07-02

2020년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고도화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에프원시큐리티

140,000,000

2020-07-02

모바일 전자고지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 선금지급

2020-07-02

2020년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고도화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

2020-07-02

자율주행차 서비스 취약점 점검 및 보안모델 개발 용역 선급금 지급

2020-07-02

2020년 6월 급여 업무 아웃소싱 비용 지급

2020-07-02

사이버보안 실무인재(K-Shield 주니어) Meet-Up Day 및 수료인증식 행사 개최 사업 선급금

2020-07-02

사이버위협 방지관리시스템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07-02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셀프 체온측정 키오스크 구매

2020-07-02

실감콘텐츠 분석 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9,955,000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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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스마트의료보안포럼

23,040,000

2020-07-07

이용자 대상 스팸 피해예방 교육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47,058,880

2020-07-07

K-스타트업 정보보호 성장기업 도약 용역 선급금

와이에스케이파트너스

409,200,000

2020-07-07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보안리빙랩 구현방안 수립 용역 선급금 지급

에스케이인포섹(주)

111,600,000

2020-07-07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보안리빙랩 구현방안 수립 용역 선급금 지급

아우토크립트 주식회사

74,400,000

2020-07-07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체감도 조사 선급금 지급

2020-07-07

20년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용역 선급금 지급(2차)

2020-07-07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사무실 칸막이 구매

2020-07-07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사이버범죄 활동 정보 추적 기술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장비 구매

2020-07-07

인터넷침해대응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항온항습기 구매

2020-07-07

2020년도 원내 포상 대상자 포상금 지급

2020-07-07

전자문서유통센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증설

조달청

68,789,460

2020-07-07

전자문서유통센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증설

조달청

159,223,180

2020-07-07

전자문서유통센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증설

조달청

49,767,300

2020-07-07

전자문서유통센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증설

2020-07-07

나주청사 시설관리용 자재 및 공구 구매（20년 3차）

2020-07-07

2020년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지원 용역 2분기 용역비

2020-07-07

2020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 운영 용역 6월분_아이티노매즈

2020-07-07

2020년 6월분 복합기 임차료

2020-07-07

이용자전화사기 대응 관련 발신번호 변작 정보 연동을 위한 암호화 통신장비 구매

2020-07-07

2020년도 상반기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출입통제 보안강화(특수경비) 용역 잔금

2020-07-07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 구현방안 수립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20-07-07

2020년 상반기 나주청사 임직원 상경 및 출퇴근 지원_6월분

금호고속주식회사 관광사업부

17,500,000

2020-07-07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활용 환경 개선 용역 선급금

(주)콘텐츠와이즈

136,000,000

2020-07-10

2020년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고도화 지원사업 선급금

주식회사 엔피코어

140,000,000

2020-07-10

2020년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고도화 지원사업 선급금

주식회사 쏘마

135,499,700

2020-07-10

6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엘지히다찌(주)

177,729,160

2020-07-10

6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아이크래프트(주)

106,637,500

2020-07-10

6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주식회사 윈스

35,545,830

2020-07-10

6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주)비온시이노베이터

35,545,830

2020-07-10

클라우드 기반 업무지원시스템(VDI) 증설 용역 대금 지급

2020-07-10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체계 운영 및 민원처리 용역 2분기 사업비 지급

2020-07-10

20년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위탁용역(6월)

2020-07-10
2020-07-10
2020-07-10

202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용역 2분기 대금

2020-07-10

발신번호 변작 대응 시스템 고도화 개발 용역 선급금 지급

2020-07-10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셀프 체온측정 서버 및 엔진모듈 구매

(주)포뎁스

15,680,000

(주)휴네시온

140,000,000

이타스코리아주식회사

212,000,000

(주)에이치알아웃소싱코리아

5,454,240

(주)상상앤컴퍼니

56,047,200

온디자인주식회사

12,950,00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8,260,000

주식회사 메트릭스리서치

92,400,000

(주)씨드젠

100,000,000

조달청

8,678,610

(주)녹색사랑

8,340,000

조달청

20,160,280

한국관광협회중앙회

16,640,000

조달청

19,504,760

L．S산업

5,480,000

(주)핀시큐리티시스템

73,500,000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55,000,000

(주)유에스엠

13,416,660

(주)한스텍

13,033,900

주식회사위드플러스시스템

22,382,973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58,080,000

세종하이텍주식회사

58,380,556

(주)블루데이타시스템즈

70,950,000

(주)글로벌텔레콤

25,620,833

20년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위탁용역(6월)

한국정보기술(주)

15,372,500

20년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위탁용역(6월)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10,248,333

(주)소만사

81,015,000

(주)상록아이엔씨

95,200,00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5,500,000

2020-07-10

2020년 6월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사업비 지급

(주)글로벌텔레콤

22,950,820

2020-07-14
2020-07-14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 구현방안 수립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에스케이인포섹)

에스케이인포섹(주)

135,520,000

네트워크 보안 및 응용보안 관련 국제 학술행사(WISA 2020) 개최 지원

한국정보보호학회

15,000,000

2020-07-14

스팸정책팀 간편신고 RCS 및 최신 스팸 데이터 테스트용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3,510,200

2020-07-14

사이버위협정보 분석 공유 시스템 보안성 강화를 위한 보안솔루션 구매

2020-07-14

2020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6월 대금지급

2020-07-14
2020-07-14
2020-07-14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2020년 개정판 인쇄

2020-07-16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2분기 정산

2020-07-16

침해사고 분석용 환경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6,600,000

2020-07-16

2020년 개인정보 관리실태 검사 지원 용역 추진 (2분기)

(주)핀시큐리티시스템

120,050,000

2020-07-16

2020년도 인터넷주소자원 백업센터 구축을 위한 IDC 및 회선 임차 위탁용역 6월분

(주)브로드밴드아이디씨

6,820,000

2020-07-16

2020년 개인정보 가명 익명 기술 경연 지표 개선 및 운영 용역 선금 지급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70,571,635

2020-07-16

2020년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용역 선급금 지급

(주) 엠브레인퍼블릭

118,750,000

2020-07-16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컨설팅 수행 및 평가기준 개선 용역과제 선급금(2회차)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50,000,000

2020-07-16

2020년도 하반기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출입통제 보안강화（특수경비） 용역사업비 (선금)

주식회사위드플러스시스템

59,802,424

2020-07-16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 업무 수행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9,163,000

2020-07-16

제15회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문서 발간

2020-07-16

2020년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정보보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 선급금 지급

2020-07-16
2020-07-16

조달청

14,477,760

(주)엔에스컨설팅

107,541,280

2020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6월 대금지급

아이위텍(주)

59,333,120

2020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6월 대금지급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18,541,600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6,556,000

(주)유앤피플

54,096,000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5,981,000

(주)두두아이티

47,040,000

2020년 6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글로벌텔레콤

61,783,000

2020년 6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24,713,200

2020-07-16

2020년 6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식회사 오픈링크시스템

24,713,200

2020-07-16

2020년 6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디에스인포주식회사

12,356,600

2020-07-16

클라우드 기반 업무지원시스템(VDI)용 라이선스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2020-07-21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용역 장기 1차 6월분

2020-07-21
2020-07-21
2020-07-21

부산 블록체인 특구사업 사업관리(회계정산) 지원 업무 용역 선급금

2020-07-21

긴급구조 목적 위치정보 품질 측정 용역 선급금 지급(TTA)

2020-07-21

2020년도 2분기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인터넷회선 구축 및 운영 위탁용역

2020-07-21
2020-07-21
2020-07-21

2020년 전자문서산업 실태조사 위탁용역 선급금

8,950,000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129,529,833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용역 장기 1차 6월분

(주)디에스라인

56,695,166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용역 장기 1차 6월분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0,691,667

남경회계법인

15,760,00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445,445,000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SKB)

24,000,000

2020년도 2분기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인터넷회선 구축 및 운영 위탁용역

주식회사 케이티(KT)

12,000,000

2020년도 2분기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인터넷회선 구축 및 운영 위탁용역

(주)엘지유플러스(LGU+)

12,000,000

글로벌알앤씨연구소

62,480,000

2020-07-21

KISA-IDB 사이버보안 공동 리포트 발간 용역 선급금

토모도모주식회사

31,840,000

2020-07-21

2020년 6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주)비온시이노베이터

56,880,140

2020-07-21

2020년 6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싸이버테크 주식회사

24,590,539

2020-07-21

2020년 6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주식회사 조인트리

10,538,802

2020-07-21

2020년 6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주식회사 태진티엔에스

14,220,036

2020-07-21

개인정봉 실태 점검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9,047,800

2020-07-21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지원 업무를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5,344,000

2020-07-24

긴급구조 목적 위치정보 품질 측정 용역 선급금 지급（아비스)

주식회사 아비스

55,055,000

2020-07-24

SW개발보안 주요가이드 개정 및 제도강화방안 마련 사업 선급금 지급

(주)핀시큐리티시스템

55,360,000

2020-07-24

2020년 키사랑 어린이집 3분기 운영비 지원

2020-07-24

2020년 2분기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푸르니보육지원재단）

2020-07-24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중요문서 보안운송 용역 2차 정산(15회 실기)

2020-07-24

정보보호 산업전문인력 양성 사업 수행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07-24

정보보호 산업전문인력 양성 사업 수행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07-28

2020년 우리원 사업관련 최신 정보수집 및 활용을 위한 소장자료 구입(263권)

2020-07-28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이행 점검 및 기술지원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2020-07-28

침해사고 분석환경 구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

2020-07-28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ㆍ탐지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선급금 지급

2020-07-28

능동형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 용역 선급금 지급

2020-07-28

AI 침해사고 분석용 환경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

키사랑 어린이집

81,974,000

푸르니보육지원재단

6,276,000

(주)브링스코리아

7,425,000

(주)녹색사랑

7,650,00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6,521,000

대신서적센타

5,400,000

사단법인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99,883,00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9,800,000

(주)골든플래닛

199,600,000

주식회사 앰진시큐러스

201,600,00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9,800,000

2020-07-28

지능형 침해사고 대응 통합 플랫폼 고도화 용역 선급금

2020-07-28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품질개선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선급금

2020-07-28

(신기술융합보안)K-사이버 시큐리티 챌린지 2020 개최 지원 용역 선급금

2020-07-28

2020년 6월 정보통신회선료 지급

2020-07-28
2020-07-28
2020-07-28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행사 위탁용역 선급금

2020-07-28

AI 기반 홈페이지 변조 탐지대응 시스템 개발 용역 선급금

2020-07-28

티쓰리큐 주식회사

172,800,000

(주)콘텐츠와이즈

222,400,000

주식회사 모닝엔터컴

164,000,000

(주)엘지유플러스

29,785,720

2020년 6월 정보통신회선료 지급

주식회사 케이티(KT)

19,462,140

2020년 6월 정보통신회선료 지급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SKB)

20,594,840

(주)에이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99,995,000

주식회사 에프원시큐리티

162,000,000

범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 선급금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63,840,000

2020-07-28

범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 선급금

주식회사 씨툰디자인

27,360,000

2020-07-28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조사 실효성 및 방법론 연구 용역 선급금

(주)미디어채널

31,693,495

2020-07-28

20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자산유지보수_6월분

(주)비온시이노베이터

5,694,117

2020-07-28

이용자 불법스팸 신고 홍보활동(부산_시니어강사)을 위한 기념품 구입

아이비장애인보호작업장

6,600,000

2020-07-28

취약점 점검 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07-28

KISC 기반시설 및 위협정보 공유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L4스위치 구매

2020-07-30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기술지원 위탁용역 사업 선급금

2020-07-30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활용가이드 개발 용역 선급금

2020-07-3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6,651,700

조달청

50,253,91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부설정보통신인증센터

104,300,000

한국시스템보증(주)

15,840,000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인력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 용역 선급금

이알케이솔루션주식회사

51,440,000

2020-07-30

사이버대피소 관리시스템 데이터 연동 및 분석 강화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64,592,000

2020-07-30

2020년 정보통신시설 정보보호 행사 개최 지원 용역 잔금

주식회사 해울디자인

19,635,000

2020-07-30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서버용 디스크 증설

(주)디에스라인

19,360,000

2020-07-30

2020년도 AI 기반 스팸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용역에 대한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에이아이

72,000,000

2020-07-30

침해사고 신고 자동접수대응 시스템 구축 개발 선급금 지급

(주)두두아이티

198,720,000

2020-07-30

2020년 7월 급여 업무 아웃소싱 비용 지급

2020-08-04

2020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용역비 선급금

2020-08-04

자율주행차 보안 취약점 분석 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08-04

2020년 기관 대내외 홍보 활동을 위한 기념품용 시범구매제품 구매

2020-08-04

스팸정책팀 전산소모품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08-04

2020년 인터넷플랫폼시장 주요 이슈 도출 및 분석 용역 선급금 지급

2020-08-04
2020-08-04
2020-08-04
2020-08-04

(주)에이치알아웃소싱코리아

5,454,240

(주)에이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45,960,00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9,377,500

서울프로폴리스

10,850,00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5,604,720

주식회사 디지털투데이

107,200,000

암호모듈검증(KCMVP) 전문교육 기획 및 운영 선급금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36,260,000

청렴수준 향상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이노크루

23,600,000

2020년 7월분 복합기 임차료

(주)유에스엠

13,416,660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선급금

(주)모니터랩

17,500,000

2020-08-04

제9회 정보보호의 날 홍보영상 제작 용역 대금

비쥬얼인프라

35,200,000

2020-08-04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행사 위탁용역 잔금

(주)에이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99,995,000

2020-08-04

2020년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필기전형 대행 용역 대금 지급

주식회사 누리마이스

8,132,730

2020-08-07

정보보호 클러스터 운영관리를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8,272,000

2020-08-07

V2X보안인증체계 법제도 추진방안 연구 용역 선급금

한국정보인증(주)

2020-08-07

V2X보안인증체계 법제도 추진방안 연구 용역 선급금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87,718,400

2020-08-07

APISC 침해사고대응 교육 및 한중일 CERT간 연례회의 온라인 개최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위피엠

105,600,000

2020-08-07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사이버범죄 활동 정보 추적 기술 R&D과제의 연구수행을 위한 기자재 구매

조달청

20,292,890

2020-08-07

7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엘지히다찌(주)

177,729,160

2020-08-07

7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아이크래프트(주)

106,637,500

2020-08-07

7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주식회사 윈스

35,545,830

2020-08-07

7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주)비온시이노베이터

35,545,830

2020-08-07

7월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비

(주)글로벌텔레콤

25,620,833

2020-08-07

7월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비

한국정보기술(주)

15,372,500

2020-08-07

7월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비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10,248,333

2020-08-07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제 대응을 위한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법제 관련 문서 불한 번역

㈜팬트랜스넷

7,753,180

2020-08-07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 도입 및 시행 방안 연구 용역 선급금

(사)한국씨피오포럼

51,040,000

2020-08-07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 도입 및 시행 방안 연구 용역 선급금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12,760,000

2020-08-07

전자문서유통센터 백업센터(DR) 가상화 시스템 라이선스 구매

2020-08-07

2020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 운영 용역 7월분_아이티노매즈

2020-08-07

개인정보침해 조사 관련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

131,577,600

(주)나눔세상

16,830,000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55,000,000

조달청

5,248,180

2020-08-07

개인정보침해 조사 관련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7,782,500

2020-08-07

2020년도 인터넷주소자원 백업센터 구축을 위한 IDC 및 회선 임차 위탁용역 7월분

(주)브로드밴드아이디씨

6,820,000

2020-08-07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개발 및 운영 용역 선급금

(사)한국씨피오포럼

79,310,000

2020-08-07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개발 및 운영 용역 선급금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33,990,000

2020-08-07

다중이용 서비스 및 IoT기기 취약점 점검 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9,729,500

2020-08-07

AI기반 침해사고 분석 환경 구성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8,551,950

2020-08-07

20년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용역 선급금

(주)씨드젠

890,241,300

2020-08-07

2020년 나주청사 임직원 상경 및 출퇴근 지원 _7월분

금호고속주식회사 관광사업부

16,940,000

2020-08-07

1인 미디어 산업 현황 분석 연구 위탁용역 선금 지급

한국기업지식연구원 주식회사

22,752,400

2020-08-07

2020년 KISA 일반교육 기획 및 운영 용역_선금_에이투제트컨설팅

2020-08-13

스마트시티 취약점 점검 및 보안모델 개발 용역 선급금 지급

2020-08-13

주식회사 에이투제트컨설팅

78,000,000

주식회사 시큐리티허브

188,320,000

스마트시티 보안리빙랩 구현방안 수립 용역 선급금 지급

에스케이인포섹(주)

158,400,000

2020-08-13

스마트시티 보안리빙랩 구현방안 수립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52,800,000

2020-08-13

가족친화 기관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장비 임차료

2020-08-13

2020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7월 대금지급

2020-08-13
2020-08-13

(주)이티컴

13,880,000

(주)엔에스컨설팅

107,541,280

2020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7월 대금지급

아이위텍(주)

59,333,120

2020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7월 대금지급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18,541,600

2020-08-13

테스트베드 내 물리적 보안 조치 강화 및 공간 마련을 위한 공사비

(주)상상이상

19,870,000

2020-08-13

2020년도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위과정 지원_2학기 (고려대)

2020-08-13

스팸정책팀 내 라이센스 및 노후화 기자재 교체를 위한 구매

고려대학교

23,337,00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2,496,000

2020-08-19

DNS 데이터 활용 동향 연구 위탁용역 선금 지급

사단법인한국미디어경영학회

21,000,000

2020-08-19

2020년 하계 휴양시설 임차 등 운영비

샬레코리아(주)

72,570,000

2020-08-19

치료체계 감염알림서버 OS 업그레이드 구매

(주)다인엔시스

69,683,950

2020-08-19

2019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인쇄 제작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5,412,000

2020-08-19

임직원 영상회의 시스템 이용을 위한 실시간 스트리밍 장비 임차료

2020-08-19

크리에이티브 몬스터

5,000,000

2020년 6월 가정의 날 행사 운영비

샬레코리아(주)

10,587,500

2020-08-19

국외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를 위한 한-EU 적정성 협의 법률 전문가 자문료

김장법률사무소

16,500,000

2020-08-19

개인정보 국외협력 강화를 위한 한-EU 적정성 협의 법률전문가 자문료

김장법률사무소

11,000,000

2020-08-19

침해사고 분석을 위한 포렌식 이미징 장비 구매

(주)디퍼런트테크놀러지스

27,717,447

2020-08-19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선급금

2020-08-19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용역 장기 1차 추진 7월분

2020-08-19
2020-08-19
2020-08-19

더존비즈온

17,500,000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129,529,833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용역 장기 1차 추진 7월분

(주)디에스라인

56,695,166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용역 장기 1차 추진 7월분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0,691,667

IoT 허니넷 위협정보 수집확대를 위한 시범환경 구축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111,162,000

2020-08-19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선급금

쿠도커뮤니케이션(주)

17,500,000

2020-08-19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선급금

주식회사 한컴위드

17,500,000

2020-08-19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선급금

(주)인정보

8,400,000

2020-08-21

클라우드 보안인증 민간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연구 위탁과제 잔금

(사)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11,730,000

2020-08-21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AI 데이터셋 구축 선금

주식회사 쏘마

151,848,000

2020-08-21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AI 데이터셋 구축 선금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53,352,000

2020-08-21

2020년 7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비온시이노베이터

56,880,140

2020-08-21

2020년 7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지급

싸이버테크 주식회사

24,590,539

2020-08-21

2020년 7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식회사 조인트리

10,538,802

2020-08-21

2020년 7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식회사 태진티엔에스

14,220,036

2020-08-21

2020년 7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글로벌텔레콤

61,783,000

2020-08-21

2020년 7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24,713,200

2020-08-21

2020년 7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식회사 오픈링크시스템

24,713,200

2020-08-21

2020년 7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디에스인포주식회사

12,356,600

2020-08-21

지능형 5G 코어망 보안 R&D 과제 관련 수집 기술 성능 테스트를 위한 장비 임대

이알케이솔루션주식회사

9,900,000

2020-08-21

미국 서부 krDNS 운영장비 회수용역 대금 지급

(주)유성쉬핑

18,355,400

2020-08-21

아프리카 거점 파견자 귀임에 따른 해외이주비

(주)현대해운

11,750,000

2020-08-25

V2X보안인증체계 기술규격 및 운영가이드라인 개발 용역 선급금

(주)드림시큐리티

194,839,920

2020-08-25

2020년도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위과정 지원_2학기(건국대)

건국대학교

5,585,400

2020-08-25

드론 보안내재화를 위한 보안항목 개발 용역과제 잔금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8,900,000

2020-08-25

스팸데이터 개방 환경구축 및 홈페이지 개선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루테스

92,400,000

2020-08-25

스팸데이터 개방 환경구축 및 홈페이지 개선 용역 선급금 지급

케이엘정보통신 주식회사

75,600,000

2020-08-25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홍보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어컴퍼니

25,600,000

2020-08-27

2020년 7월 정보통신회선료 지급

(주)엘지유플러스

29,785,720

2020-08-27

2020년 7월 정보통신회선료 지급

주식회사 케이티(KT)

19,462,140

2020-08-27

2020년 7월 정보통신회선료 지급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SKB)

20,594,840

2020-08-27

지능형사이버방어R&D팀 내 5개 과제별 저작권 확보를 위한 특허 비용 납부

특허법인 가산

23,600,682

2020-08-27

서초동 플래티넘타워 외부간판 철거작업

2020-08-27

전자거래분쟁조정 지원시스템 개선 용역 잔금

2020-08-27

2020년 7월 가정의 날 행사 운영비

2020-08-27

2020 영세 중소기업 GDPR 대응 컨설팅 용역 선금

2020-08-27

경기지역 중소기업 대상 정보보호 서비스 및 전문교육 용역 선급금 지급(선금 잔액분)

2020-08-27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선급금

워터월시스템즈(주)

6,400,000

2020-08-27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선급금

지니언스(주)

15,750,000

2020-08-27

보안산업 데이터셋 가공 및 공유시스템 개발 용역 선급금

(주)세인트시큐리티

68,240,000

2020-08-27

테스트베드 내 분석공간 분리 및 마련에 따른 냉난방기 구매

(주)나눔세상

19,820,000

2020-08-27

2020년 8월 급여 업무 아웃소싱 비용 지급

2020-08-27

2020년 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2020-08-27

2020년 7월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사업비 지급

2020-08-27

2020년도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운영 및 홍보콘텐츠 개발 선금

2020-08-27

2020년 7월 구내식당 운영비

2020-09-02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보안가이드 개발 용역 선급금 지급

2020-09-02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빅데이터 플랫폼 구매

2020-09-02

정보보호 자가점검 수준진단 서비스 제공 및 중소기업 현황 분석 선급금 지급

2020-09-02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선급금

2020-09-02

사이버대피소 노후 장비 교체

2020-09-02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선급금

2020-09-02

공격 데이터 수집 및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09-02

2020년 PC원격보안점검 운영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2020-09-02

2020년 PC원격보안점검 운영 용역 선급금

(주)핀시큐리티시스템

443,520,000

2020-09-02

2020년 PC원격보안점검 운영 용역 선급금

(주)세인트시큐리티

554,400,000

2020-09-02

테스트베드 물리적 보안강화를 위한 출입통제시스템 구매

2020-09-02

2020년 PC원격보안점검 운영 용역 선급금

2020-09-04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모의침투 훈련 등 정보보호 기술지원 위탁용역 선급금

2020-09-04

2020년 8월분 복합기 임차료

2020-09-04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만족도 조사 선급금 지급

2020-09-04

해외 전자문서 관련 특허 연차료 지급

2020-09-04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용역 선급금

2020-09-04

2020년도 인터넷주소자원 백업센터 구축을 위한 IDC 및 회선임차 위탁용역 8월분

2020-09-04

사이버보안 AI머신 학습지원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09-04
2020-09-04
2020-09-04

5G+ 융합 핵심서비스별 보안위협 시연 및 자율주행차 보안 취약점 분석 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09-04

2020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 운영 용역 8월분_아이티노매즈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55,000,000

2020-09-04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용역 선급금

(주)씨드젠

877,184,000

2020-09-04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용역 선급금

(주)씨드젠

1,000,000,000

2020-09-0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컨설팅 용역 선금 지급

대한안전보건기술협회

14,087,517

2020-09-08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선방안 연구 용역 선금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31,600,000

2020-09-08

8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엘지히다찌(주)

177,729,160

2020-09-08

8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아이크래프트(주)

106,637,500

2020-09-08

8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주식회사 윈스

35,545,830

2020-09-08

8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주)비온시이노베이터

35,545,830

2020-09-08

2020년 상반기 나주청사 임직원 상경 및 출퇴근 지원_8월분

2020-09-08

2020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8월 대금지급

민우건설주식회사

9,470,000

㈜아비도스

27,522,000

샬레코리아(주)

9,445,480

법무법인(유한)태평양

184,000,000

주식회사 에프원시큐리티

80,530,000

(주)에이치알아웃소싱코리아

5,454,240

흥국화재해상보험(주)

18,299,920

(주)글로벌텔레콤

23,715,847

인터즈(주)

60,535,200

주식회사정진홈푸드

19,379,772

주식회사 시큐리티허브

156,240,000

조달청

41,301,320

주식회사 아이엘아이티

56,800,000

주식회사 이글로벌시스템

6,200,000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12,870,000

(주)에어큐브

17,500,000

온디자인주식회사

15,450,000
1,000,000,000

(주)엘피에스

12,210,000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219,680,000

주식회사 시큐아이

173,250,000

(주)유에스엠

13,416,660

글로벌알앤씨(주)

15,200,000

특허법인 우인

9,301,770

(주)씨드젠

1,000,000,000

(주)브로드밴드아이디씨

6,820,00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9,143,200

2020년 8월 AI기반 스팸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용역 대금

주식회사 에이아이

36,000,000

개인정보보호 관련 처벌규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선급금 지급

사단법인 정보통신법포럼

28,727,272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8,470,000

금호고속주식회사 관광사업부

18,500,000

(주)엔에스컨설팅

107,541,280

2020-09-08

2020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8월 대금지급

아이위텍(주)

59,333,120

2020-09-08

2020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8월 대금지급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18,541,600

2020-09-08

2020년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사업 만족도조사 용역 선금

(주)트루이스

13,400,000

2020-09-08

2020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 선급금

(주) 엠브레인퍼블릭

16,000,000

2020-09-08

악성코드 특징정보 추출 데이터 관리를 위한 스토리지 구매

(주)씨큐어팩토리

19,250,000

2020-09-10

2020년 창립기념일 선물 지급

에스피엔지

119,339,200

2020-09-10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엘피에스

5,567,100

2020-09-10

중소기업 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업무가이드(책자) 인쇄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13,308,900

2020-09-1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제도 리플렛 수정본 인쇄(국문)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6,210,600

2020-09-10

침해사고 분석 환경 구축을 위한 노트북 구매

(주)녹색사랑

5,680,000

2020-09-10

침해사고 분석 및 특징정보 분석 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09-10

보안산업 데이터셋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임차료

2020-09-10
2020-09-10
2020-09-15

국외 개인정보보호 협력강화 관련 관계 전문가 자문료

2020-09-15

스마트공장 보안취약점 점검 도구 구매

2020-09-15

＇21년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대상자 조사 용역 선급금 지급

2020-09-15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위탁 용역비 지급(8월)

2020-09-15
2020-09-15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8,200,000

(주)스마일서브

12,087,460

데이터기술지원허브 테스트베드 시스템 이중화 및 보안패치를 위한 서버 구매

(주)엘피에스

19,800,000

개발은행 협력지원 사업 협력 파트너 대상 공유를 위한 CISO 길라잡이(기본편) 한영 번역

㈜팬트랜스넷

5,382,940

김장법률사무소

7,700,000

조달청

328,874,040

(주)미디어채널

34,899,700

(주)글로벌텔레콤

25,620,833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위탁 용역비 지급(8월)

한국정보기술(주)

15,372,500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위탁 용역비 지급(8월)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10,248,333

(주)디지털에볼루션

68,400,000

(주)녹색사랑

12,180,000

한국지역난방공사(주) 광주전남지사

5,106,750

2020-09-15

IoT 보안인증 온라인 영상 제작 용역 선급금

2020-09-15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대응를 위한 기자재 구매

2020-09-15

2020년 9월 나주본원 열공급비용

2020-09-17

정보보호 R&D 결과물 기술수요조사 용역 잔금

사단법인한국경영분석연구원

15,798,800

2020-09-17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용역 장기 1차 추진 8월분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129,529,833

2020-09-17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용역 장기 1차 추진 8월분

(주)디에스라인

56,695,166

2020-09-17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용역 장기 1차 추진 8월분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0,691,667

2020-09-17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선급금

(주)시큐레이어

8,400,000

2020-09-17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선급금

주식회사 센스톤

6,400,000

2020-09-17

테스트베드 내 화재 예방 등 물리적 안전을 위한 소방공사비

(주)예인건설산업

7,900,000

2020-09-17

전자문서유통센터 백업센터(DR) 가상화 시스템 라이선스 증설

(주)크리아이티

17,200,000

2020-09-17

118상담팀 재택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09-17

아시아 전자상거래 개인정보보호 현황 조사 및 협력 방안 마련 용역 선금

2020-09-22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선급금

2020-09-22

2020년 최상위인증기관 웹트러스트 인증 용역 선급금

2020-09-22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사이버범죄 활동 정보 추적 기술 R&D과제의 연구수행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09-22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선급금

2020-09-22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컨설팅 수행 및 평가기준 개선 용역과제 선급금(3회차)

2020-09-22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생태계 연구조사 위탁용역비 선급금 지급

2020-09-22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생태계 연구조사 위탁용역비 선급금 지급

2020-09-22

차세대 모바일 간편신고 포털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 선급금

2020-09-22

IoT 취약점 점검 시스템 추가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09-22

AI 기반 스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서버 구매

2020-09-22
2020-09-22

(주)녹색사랑

6,960,000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35,600,000

(주)파이오링크

10,500,000

안진회계법인

63,008,000

도원정보시스템(주)

69,011,430

(주)두두아이티

6,400,000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50,000,000

주식회사 블록미디어

29,160,000

체인파트너스

19,440,000

(주)매그넷

156,800,00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9,800,000

조달청

45,816,070

IoT 보안 시험 기준 및 방법 개선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38,416,000

IoT 보안 시험 기준 및 방법 개선 용역 선급금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3,049,600

2020-09-22

IoT 보안 시험 기준 및 방법 개선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에스엔티웍스

15,366,400

2020-09-22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로그·파일 수집 소프트웨어 구매

주식회사 아이티베이스

29,494,000

2020-09-22

KISA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방안 연구 용역 선금 지급

(주)빅윈어드바이저

33,200,000

2020-09-22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잔금(네이버시스템)

네이버시스템(주)

193,500,000

2020-09-22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잔금(한국생산성본부)

한국생산성본부

90,000,000

2020-09-22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선급금

씨아이즈(주)

13,340,000

2020-09-22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선급금

2020-09-22

2020년 8월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사업비 지급

2020-09-24

원격보안점검 테스트 및 사업관리를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파수

13,340,000

(주)글로벌텔레콤

23,715,847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6,160,000

2020-09-24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잔금(마크애니)

(주)마크애니

135,000,000

2020-09-24

어플리케이션 기반 스팸 메시지 신고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서버 구매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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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48,621,140

특허법인 가산

2020-09-24

20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사업 자산유지보수_8월분

(주)비온시이노베이터

10,173,740
5,912,500

2020-09-24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잔금(더존비즈온)

2020-09-24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선급금

2020-09-24

침해사고 분석환경 구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5,240,400

2020-09-24

AI기반 침해사고 분석관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9,536,000

2020-09-24

융합보안대학원 홍보를 위한 브로셔 등 제작 및 인쇄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5,022,000

2020-09-24

118센터 IVR의 대표번호 호 전환 작업을 위한 용역

2020-09-24

2020년 8월 가정의 날 행사 운영비

2020-09-24

더존비즈온

225,000,000

㈜엔텔스

10,500,000

(주)다솔

9,900,000

샬레코리아(주)

8,852,580

나주청사 실내의 쾌적한 공기순환 및 장비 관리를 위한 공기조화기 필터 및 팬코일유니트 자재 교체 용역

주식회사 서일이엔지

6,788,000

2020-09-24

2020년 8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비온시이노베이터

56,880,140

2020-09-24

2020년 8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지급

싸이버테크 주식회사

24,590,539

2020-09-24

2020년 8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식회사 조인트리

10,538,802

2020-09-24

2020년 8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식회사 태진티엔에스

14,220,036

2020-09-24

조직진단 및 직무중심 인사체계 구축 용역 선급금 지급

한국표준협회

167,200,000

2020-09-28

부산 블록체인 특구 4대 혁신사업 온라인 이벤트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블록미디어

57,728,000

2020-09-28

20년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용역 선급금

2020-09-28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용역 선급금

2020-09-28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잔금(서울대학교병원)

2020-09-28

5G 관련 보안위협 및 기술 표준 동향 연구조사 용역 선급금

2020-09-28

부산 블록체인 특구사업 홍보콘텐츠 제작 용역 선급금

2020-09-28

2020년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필기전형 대행 용역 대금 지급

2020-09-28

정보보호 융합집적 기반조성 사업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09-28

2020년 8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2020-09-28
2020-09-28

쿤텍 주식회사

52,080,000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50,560,000

서울대학교병원

75,000,000

주식회사 한국정보보호컨설팅

31,360,000

(주)제로웹

14,792,000

(주)한국고용연구원

20,864,00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5,143,710

(주)글로벌텔레콤

61,783,000

2020년 8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24,713,200

2020년 8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식회사 오픈링크시스템

24,713,200

2020-09-28

2020년 8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디에스인포주식회사

12,356,600

2020-09-28

정보보호 스타트업 실태조사 위탁 연구용역 잔금

2020-09-28

세계은행(WB) 협력 기반 GCCD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교육 운영 용역 선금 지급

2020-09-28
2020-09-28
2020-09-28

지능형 침해사고 통합 플랫폼 스토리지 구축을 위한 스토리지 서버 구매

2020-09-28

인터넷거버넌스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 제작 용역_선급금_(주)써스포

2020-09-28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잔금(삼성서울병원)

2020-09-28

스마트빌딩 시스템 사이버 대응방안 기술 조사 및 분석 용역과제 선급금

(주)두두아이티

22,800,000

2020-09-28

암호모듈검증(KCMVP) 보안문서 제본을 위한 기자재(제본기)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5,808,000

2020-09-28

침해사고 분석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무정전전원장비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6,820,000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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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 가산

17,474,179

2020-10-06

전자정부서비스 SW개발보안 적용 수준 점검 수행 용역 선급금

2020-10-06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암호키보호장비 구매

2020-10-06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사원증 도입 용역 선급금

2020-10-06

클라우드 기반 IoT 위협 자율 분석 및 대응 기술 개발 과제의 워크스테이션 장비 구매

2020-10-06

침해사고 분석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10-06

지능형 5G 코어망 보안 R&D 과제 비정상 패킷 탐지 및 차단 기술 성능 테스트를 위한 장비 임차료

2020-10-06

2020년 9월 급여 업무 아웃소싱 비용 지급

2020-10-06

지능형 5G 코어망 보안 R&D 과제 개발 기술 실증 환경구축을 위한 광모듈 구매

2020-10-06

2020년 9월분 복합기 임차료

2020-10-06

AI기반 침해사고 분석 환경 구성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10-06

2차년도 지능형 5G NSA/SA 코어망 보안 취약점 연구를 위한 5G 단말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9,467,000

2020-10-06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선급금

주식회사 안랩

17,500,000

2020-10-06

202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용역 3분기 대금

(주)소만사

81,015,000

2020-10-08

국내외 전자문서 관련 특허 연차료 지급

특허법인 우인

7,679,265

글로벌알앤씨(주)

9,800,000

(주)두두아이티

78,187,296

세계은행(WB) 협력 기반 GCCD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교육 운영 용역 선금 지급

그루터기

11,184,272

세계은행(WB) 협력 기반 GCCD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교육 운영 용역 선금 지급

인트로덕션 미디어

13,236,432

조달청

44,740,300

(주)써스포

58,896,000

삼성서울병원

75,000,000

(주)테르텐

40,727,869

주식회사 디지알코리아

76,970,000

코인플러그

56,320,000

조달청

5,175,79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8,590,010

이알케이솔루션주식회사

9,900,000

(주)에이치알아웃소싱코리아

5,454,240

（주）안넷

5,940,000

(주)유에스엠

13,416,66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9,702,000

2020-10-08

2020년 8월 정보통신회선료 지급

(주)엘지유플러스

29,785,720

2020-10-08
2020-10-08

2020년 8월 정보통신회선료 지급

주식회사 케이티(KT)

19,462,140

2020년 8월 정보통신회선료 지급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SKB)

2020-10-08

악성코드 탐지체계 및 분석환경 구축을 위한 악성코드 동적 및 정적 분석 도구 라이선스 연장

20,594,840

주식회사 인섹사이버시큐리티

29,700,000

2020-10-08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잔금(메디블록)

2020-10-08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잔금(연세대산학협력단)

2020-10-08
2020-10-08

주식회사 메디블록

180,000,000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45,000,000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잔금(화물복지재단)

(재)화물복지재단

76,500,000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잔금(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75,000,000

2020-10-08

EU 등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 조사 및 심층 분석 용역 선급금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54,400,000

2020-10-08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지급(9월)

(주)글로벌텔레콤

25,620,833

2020-10-08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지급(9월)

한국정보기술(주)

15,372,500

2020-10-08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지급(9월)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10,248,333

2020-10-08

2020년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3분기 용역비

(주)핀시큐리티시스템

73,500,000

2020-10-08

AI 기반 스팸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9월)

주식회사 에이아이

36,000,000

2020-10-08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잔금(대한교통학회)

(사)대한교통학회

90,000,000

2020-10-08

사이버범죄 활동 정보 추적 기술과제의 익명 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44,040,100

2020-10-08

국가데이터결합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파수

99,200,110

2020-10-08

2020년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잔금(LGCNS)

(주)엘지씨엔에스

90,000,000

2020-10-08

9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엘지히다찌(주)

177,729,160

2020-10-08

9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아이크래프트(주)

106,637,500

2020-10-08

9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주식회사 윈스

35,545,830

2020-10-08

9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주)비온시이노베이터

35,545,830

2020-10-08

2020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 운영 용역 9월분_아이티노매즈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55,000,000

2020-10-08

2020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9월 대금지급

(주)엔에스컨설팅

107,541,280

2020-10-08

2020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9월 대금지급

아이위텍(주)

59,333,120

2020-10-08

2020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9월 대금지급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18,541,600

2020-10-08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자재 및 전산소모품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7,033,400

2020-10-08

스팸망 민원처리시스템 전용 사실조사용 데스트탑 구매

조달청

19,303,680

2020-10-08

2020년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체계 운영 및 민원처리 용역 3분기 사업비 지급

(주)블루데이타시스템즈

70,950,000

2020-10-08

사이버위협분석공유시스템 보안성 강화를 위한 SW구매

조달청

46,007,100

2020-10-08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플랫폼 웹방화벽SW 구매

조달청

46,007,100

2020-10-14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5,080,240

2020-10-14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 종합상황판 출력용 PC 및 기자재 구매

(주)엘피에스

7,650,500

2020-10-14

NIST SP 800-161 문서 영한 통번역

㈜라이온코리아

8,421,400

2020-10-14

인터넷주소자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재실 상황모니터 비디오 메트릭스 교체

뮤지엄아이 주식회사

9,130,000

2020-10-14

연구개발과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특허 보정 비용 납부

현신특허법률사무소

11,160,430

2020-10-14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플랫폼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SW 구매

조달청

22,068,530

2020-10-14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전자서명 이용실태 조사 용역 선급금

글로벌알앤씨(주)

62,400,000

2020-10-16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용역 장기 1차 추진 9월분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129,529,833

2020-10-16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용역 장기 1차 추진 9월분

(주)디에스라인

56,695,166

2020-10-16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용역 장기 1차 추진 9월분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0,691,667

2020-10-16

K-Shield Jr 악성코드 분석 교육과정 개선 및 실습콘텐츠 고도화 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알파인랩(AlpineLab Inc.)

19,200,000

2020-10-16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3분기 정산

(주)유앤피플

54,096,000

2020-10-16

20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자산유지보수_9월분

2020-10-16

2020년 9월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사업비 지급

2020-10-16

인터넷주소자원 백업센터 구축을 위한 IDC 및 회선 임차 위탁용역 9월분 지급

2020-10-16

202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위탁용역 잔금

2020-10-16

2020년도 국제 웹 표준 활동 지원 및 최신 기술 동향 분석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

2020-10-16

2020년 개인정보 관리실태 검사 지원 용역 추진(3분기)

2020-10-16

2020년 핀테크 기업지원 성과분석 조사용역 선급금 지급

2020-10-20

2020년 비대면 서비스 정보보호 해커톤 운영 위탁용역 선급금

2020-10-20

2020년 비대면 서비스 정보보호 해커톤 운영 위탁용역 선급금

주식회사 투썬캠퍼스

9,528,000

2020-10-20

118상담센터 운영 및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추진 용역 선금

(주)유니비즈컨설팅

28,325,000

2020-10-20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검색서버 증설

(주)디에스라인

14,630,000

2020-10-20

나주청사 118 센터 운영 녹음 장비 15 User License 증설

(주)다솔

15,000,000

2020-10-20

한-APT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세미나 개최지원 용역 선금 지급

이스터마케팅서비스(주)

38,326,508

2020-10-20

2020년 글로벌 정보보호 산업시장 동향조사 연구용역 선급금 지급

2020-10-20

KISC 기반시설 및 빅데이터 플랫폼 안정적 운영을 위한 L4스위치 구매

(주)비온시이노베이터

5,087,500

(주)글로벌텔레콤

22,950,820

(주)브로드밴드아이디씨

6,820,000

주식회사 모모팩토리

29,362,500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23,566,400

(주)핀시큐리티시스템

120,050,000

(주)비욘드리서치

32,800,000

(주)에이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22,232,000

주식회사 트레이드파트너스

41,600,000

조달청

50,253,910

2020-10-20

IoT 허니넷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화벽 장비 구매

조달청

48,108,390

2020-10-20

침해사고 분석용 환경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6,600,000

2020-10-20

침해사고 분석용 환경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9,900,000

2020-10-20

원격접속 테스트베드 및 화상회의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6,218,520

2020-10-20

침해사고 분석환경 구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6,600,000

2020-10-22

사이버대피소 관리시스템 데이터 연동 및 분석 강화 용역 잔금 신청_아이티노매즈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16,148,000

2020-10-22

2020년 9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주)비온시이노베이터

56,880,140

2020-10-22

2020년 9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싸이버테크 주식회사

24,590,539

2020-10-22

2020년 9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주식회사 조인트리

10,538,802

2020-10-22

2020년 9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주식회사 태진티엔에스

14,220,036

2020-10-22

개발은행 협력지원 사업 활용을 위한 OECD 인공지능 전망 관련 보고서 영한 번역

㈜아이시글로벌

5,976,955

2020-10-22

신입직원 및 신입인턴을 위한 기자재 및 전산소모품 구매

2020-10-22

2020년 키사랑 어린이집 4분기 운영비 지원

2020-10-22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열화상 체온측정기 구매

2020-10-22

2020년 9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2020-10-22
2020-10-22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5,156,030

키사랑 어린이집

81,974,000

나둥북스

8,490,000

(주)글로벌텔레콤

61,783,000

2020년 9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24,713,200

2020년 9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식회사 오픈링크시스템

24,713,200

2020-10-22

2020년 9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디에스인포주식회사

12,356,600

2020-10-22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컨설팅 수행 및 평가기준 개선 용역과제 선급금(4회차)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50,000,000

2020-10-22

UPS실 장비점검 및 시설장비 교체 용역

2020-10-22

제24회 해킹방지워크샵 후원

대건이엔티주식회사

9,515,000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40,000,000
8,926,500

2020-10-22

AI 기반 침해사고 분석 환경 구성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2020-10-22

인터넷주소정책팀 업무 수행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5,263,500

2020-10-22

NIST SP 800-53 (5버전) 문서 영한 번역

㈜라이온코리아

16,000,250

2020-10-22

2020년 3분기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푸르니보육지원재단）

2020-10-27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및 공유를 위한 악성코드 정적분석도구 라이선스 연장

2020-10-27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온라인 설명회 개최 관련 인터넷 중계 비용 지급

2020-10-27

주요 국가의 5G 정책 현황 조사 및 분석 위탁용역 선금

2020-10-27

전자문서유통센터 사업 관련 후속조치를 위한 전산 소모품 구매

2020-10-27

자기학습형 사이버 면역 기술 개발 R＆D 과제 수행을 위한 기자재 및 전산소모품 구매

2020-10-27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관리 연구용역 선급금 지급

2020-10-27

융합보안대학원 홍보콘텐츠 제작 용역 선금

2020-10-29

2020년 9월 정보통신회선료 지급

2020-10-29

푸르니보육지원재단

6,276,000

(주)넷월드코리아

34,657,700

주식회사 넷마루

5,720,000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39,600,00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9,938,500

(주)녹색사랑

7,860,000

코드마이즈

35,760,000

주식회사 씨툰디자인

15,840,000

(주)엘지유플러스

28,334,220

2020년 9월 정보통신회선료 지급

주식회사 케이티(KT)

19,462,140

2020-10-29

2020년 9월 정보통신회선료 지급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SKB)

20,594,840

2020-10-29

정보보호 클러스터 방역용품, 운영소모품, 사무용품 구매

2020-10-29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탐지 시스템 고성능 정보검색 S/W 구매

2020-10-29

AI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자가학습용 GPU 서버 구매

2020-10-29

2020년 추석 명절 선물 지급

2020-10-29

2020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용역 잔금 지급

2020-10-29

침해사고 분석을 위한 다중 이미징 장비 구매

2020-10-29

사이버사기 대응 업무를 위한 기자재 구매

2020-11-03

정보보호 신기술 조사 분석 및 R&D 산출물 작성 지원 용역 선급금

2020-11-03

글로벌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미래인터넷 기술 동향 조사 및 분석 위탁용역 선급금

2020-11-03

2020년 10월 급여 업무 아웃소싱 비용 지급

2020-11-03

바이너리 취약점 탐색 성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어문 분석 시작품 개발 용역과제 잔금

2020-11-03

우수 정보보호 기술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 선급금 지급

2020-11-03

스마트홈 IoT 보안 리빙랩 구축 용역과제 선급금

2020-11-03

정보보호 제품·기술개발 지원 사업 정책연구 용역 선급금

2020-11-03

암호모듈검증 신청 및 통계 분석 시스템 개발 용역과제 잔금

2020-11-03

국가데이터결합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잔금 지급

2020-11-03

2020년 10월분 복합기 임차료

2020-11-03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진흥협회 2020년도 회원사 정기회비 납부

2020-11-03

스팸정책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소모품 및 노후화 기자재 교체를 위한 구매

2020-11-03

신입직원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11-05

제6회 지자체 정보보호 발전방향 연찬회 개최 지원 용역 잔금 지급

2020-11-05

외부감사 대응 및 내부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자재 및 전산 소모품 구매

2020-11-05

AI 기반 보안 기업 육성을 위한 수요 및 정책동향 조사 및 분석 위탁 용역 선급금

2020-11-05

2020년 10월 가정의 날 행사 운영비

2020-11-05
2020-11-05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5,128,310

조달청

26,844,180

조달청

45,816,070

에스피엔지

127,682,700

(주)에이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11,490,000

(주)제트코

11,500,000

(주)엘피에스

7,640,000

한시큐리티(주)

24,032,800

사단법인 국제전자상거래연구센터

38,385,600

(주)에이치알아웃소싱코리아

5,454,240

쿤텍 주식회사

13,580,000

플레어모션

38,016,000

(주)두두아이티

108,000,000

한국기업지식연구원 주식회사

34,232,000

(주)상록아이엔씨

10,400,000

주식회사 파수

24,800,030

(주)유에스엠

13,416,660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진흥협회

5,000,00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9,836,750

조달청

6,060,550

주식회사 해울디자인

5,951,990

(주)녹색사랑

12,000,000

타우데이타 주식회사

35,905,000

샬레코리아(주)

10,654,380

2020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10월 대금지급

(주)엔에스컨설팅

107,541,280

2020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10월 대금지급

아이위텍(주)

59,333,120

2020-11-05

2020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10월 대금지급

2020-11-05

인터넷주소자원 백업센터 구축을 위한 IDC 및 회선 임차 위탁용역 10월분 지급

2020-11-05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잔금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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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국외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관련 전문가 자문료

2020-11-10

10월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2020-11-10
2020-11-10
2020-11-10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18,541,600

(주)브로드밴드아이디씨

6,820,000

지니언스(주)

6,750,000

(주)씨드젠

8,976,000

김장법률사무소

7,700,000

(주)글로벌텔레콤

25,620,833

10월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한국정보기술(주)

15,372,500

10월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10,248,333

10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엘지히다찌(주)

177,729,160

2020-11-10

10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아이크래프트(주)

106,637,500

2020-11-10

10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주식회사 윈스

35,545,830

2020-11-10

10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주)비온시이노베이터

35,545,830

2020-11-10

2020년 온라인광고분쟁조정 사례집 및 계약안내서 개발 용역 선급금 지급

승일미디어그룹 주식회사

16,800,000

2020-11-10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선급금

(주)엠시큐어

8,400,000

2020-11-10

IoT허니넷 위협정보 수집확대를 위한 시범환경 IoT 소형기기 기자재 구매

(주)엘피에스

8,814,300

2020-11-10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잔금

2020-11-10

가명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을 위한 법·제도 연구 용역 선급금 지급

2020-11-10
2020-11-10

쿠도커뮤니케이션(주)

7,500,000

사단법인 정보통신법포럼

25,344,000

자율협력주행 도로교통인프라 취약점 연구를 위한 교육비 지급

주식회사 페스카로(FESCARO Co. Ltd.)

6,000,000

V2X 보안인증체계 기술 규격 연구를 위한 교육비 지급

주식회사 페스카로(FESCARO Co. Ltd.)

8,000,000

2020-11-10

2020년 나주청사 물탱크, 수경시설 및 외벽청소 용역비

현대주택관리(주)

16,990,000

2020-11-10

언택트 근무 환경 조성 및 업무 수행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11-10

고성능 요구 업무 증가에 따른 스팸망 환경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11-10

정보보호 해외진출 사업 국내외 홍보자료 제작

2020-11-10

클라우드 보안인증 소스코드 점검을 위한 소스코드 정적 분석 솔루션 구매 대금

2020-11-10

기관 홍보콘텐츠 제작 및 행사촬영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5,148,000

2020-11-10

자율주행차 보안리빙랩 운영 및 보안취약점 점검 지원 기자재 구매

(주)녹색사랑

16,138,000

2020-11-10

자율주행차 보안리빙랩 운영 및 보안취약점 점검 지원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3,851,310

2020-11-10

가명정보 결합키 연계정보 생성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화벽 구매

조달청

48,108,390

2020-11-10

118상담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매

조달청

22,084,610

2020-11-10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이미지 탐지 서버 증설

(주)디에스라인

14,630,000

2020-11-10

사이버 공격 수집시스템 저장 데이터 유실 방지를 위한 저장장치 구매

(주)케이지시큐리티

8,900,000

2020-11-12

2020년 개인정보 관련 최신 정보수집 및 활용을 위한 소장자료 구입(도서,e-book)

(주)교보문고

6,096,600

2020-11-12

IoT 보안 시험 분석 환경 구축 및 지원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11-12

(주)녹색사랑

9,600,00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2,342,000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9,900,000

조달청

93,814,080

주식회사 컴윈테크

6,944,500

스팸정책팀 원격 화상회의 및 재택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3,921,600

2020-11-12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스마트 디바이스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6,490,000

2020-11-12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중요문서 보안운송 용역 3차 정산(16회 필기)

2020-11-12

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 용역과제에 대한 잔금 지급

2020-11-12
2020-11-12
2020-11-17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실태점검 용역 잔금

2020-11-17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 시스템 데이터 시각화 라이선스 연장

2020-11-17

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시스템 고도화 및 확장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선금 지급

2020-11-17

2020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 운영 용역 10월분_아이티노매즈

2020-11-17

스팸대응 업무 수행을 위한 노후화 장비 교체 및 라이센스 구매

2020-11-17

사이버보안 AI머신 학습지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용 기자재 구매

2020-11-17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수요발굴을 위한 홍보물품 구매

2020-11-17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선급금

2020-11-17

IoT 보안인증제도 추진에 따른 신규 IoT기기 등 인증·시험 업무 수행을 위해 기자재 구매

2020-11-17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업무 활용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11-17

내PC 돌보미 홍보 브로셔 인쇄

2020-11-17

2020년 GCCD-AICTO 사이버보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회의 중계장비 임차료

2020-11-17

개발은행 협력지원 협력파트너 공유를 위한 CISO 길라잡이 기본편 영문 리포트 인쇄 제작

2020-11-17

GDPR 수시 법률상담 지원 용역 잔금 지급

(주)브링스코리아

7,425,000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6,800,000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 운영 및 보안취약점 점검 분석 지원 기자재 구매

(주)녹색사랑

5,300,000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 운영 및 보안취약점 점검 분석 지원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6,620,900

웹와치 주식회사

8,736,000

(주)루트웰

39,893,000

주식회사 프라임티씨에스

35,280,000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55,000,00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0,859,200

(주)녹색사랑

7,450,000

아이비장애인보호작업장

6,525,000

㈜기원테크

8,400,000

(주)녹색사랑

5,300,00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8,066,630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7,219,300

그루터기

6,360,000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6,144,600

법무법인민후

15,620,000

2020-11-17

KISA-IDB 사이버보안 공동 리포트 발간 용역 계약금 잔금

2020-11-17

이용자전화사기 대응 시스템 백업 스토리지 장비 구매

토모도모주식회사

7,960,000

(주)위핀

19,997,000

2020-11-17

상경 및 출퇴근 지원 셔틀운영 용역 (2020년 10월)

2020-11-17

개인정보처리자 유출사고 증거자료 분석을 위한 분석도구 구매

금호익스프레스(주)관광사업부

16,650,00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2020-11-17

공공기관 정부평가 주요사업부문 위탁집행형 우수보고서 인쇄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디지털사업단

18,100,000
9,999,000

2020-11-17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 사업 진행용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8,315,000

2020-11-17

전자서명 관련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망 PC 및 시험용 기자재 구매

조달청

9,300,950

2020-11-17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업무용 기자재 구매

(주)녹색사랑

8,260,000

2020-11-17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업무용 기자재 구매

2020-11-19

AI 기반 스팸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10월)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6,032,000

주식회사 에이아이

36,000,000

2020-11-19
2020-11-19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용역 장기 1차 추진 10월분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129,529,833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용역 장기 1차 추진 10월분

(주)디에스라인

56,695,166

2020-11-19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용역 장기 1차 추진 10월분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0,691,667

2020-11-19

발신번호 변작 대응 신규 기술 조사 및 분석 용역 잔금 지급

2020-11-19

사이버보안 AI머신 학습지원 기술 개발 및 분석을 위한 서버 구매

2020-11-19

악성코드 분석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구매

2020-11-19

실감콘텐츠 보안 리빙랩 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11-19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권리 실질화방안 연구 용역 잔금

법무법인민후

8,978,150

2020-11-19

2020년 10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비온시이노베이터

56,880,140

2020-11-19

2020년 10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지급

싸이버테크 주식회사

24,590,539

2020-11-19

2020년 10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식회사 조인트리

10,538,802

2020-11-19

2020년 10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식회사 태진티엔에스

14,220,036

2020-11-19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 운영 및 보안취약점 점검 분석 지원 기자재 구매

(주)녹색사랑

11,698,000

2020-11-19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 운영 및 보안취약점 점검 분석 지원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4,496,350

2020-11-19

발신번호 변작 대응 시스템 백업 소프트웨어 구매

(주)위핀

19,800,000

2020-11-19

인터넷주소기술팀 업무 수행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녹색사랑

9,730,000

2020-11-19

2020년 10월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사업비 지급

(주)글로벌텔레콤

21,559,861

(주)비트러스트

9,200,000

(주)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41,081,000

주식회사 컴윈테크

7,764,70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9,400,000

2020-11-19

EU 등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 조사 및 심층 분석 용역 잔금 지급

2020-11-19

2020년 개인정보보호인의 밤 행사 개최 용역 선급금 지급

2020-11-19

전자문서유통센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 도입

2020-11-19

기관 정부평가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 환경 구축용 기자재 구매

2020-11-24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사건에 대한 변호인 보수 지급

합동법률사무소 양우

5,500,000

2020-11-24

전자문서유통센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DB 구매

2020-11-24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활용강화 용역

2020-11-24

전자문서이용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한 기자재 및 소모품 구매

2020-11-24

2020년 지열히트펌프 오일 교환

2020-11-24

2020 K-사이버 시큐리티 챌린지 비식별 트랙 예선 참가자 대상 지급 기념품 구매

2020-11-24

AI기반 사이버위협 탐지대응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11-24

국외 암호모듈검증 관련 자료 번역

2020-11-24

2020년 나주청사 팬코일유니트 청소

2020-11-24

IoT 제품 모의해킹 시나리오 개발 용역 선금지급

2020-11-24

온라인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훈련시스템 원격 관리용 기자재 구매

2020-11-24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 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자재 및 소모품 구매

2020-11-24

키사랑운영실 망분리를 위한 PC 구매

2020-11-24

2020년 10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2020-11-24
2020-11-24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13,600,000

(주)상상앤컴퍼니

43,027,600

(주)크리아이티

19,000,002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6,742,000

(주)크리아이티

8,200,000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15,686,000

조달청

6,988,530

주식회사 유천써모텍

9,900,000

아이비장애인보호작업장

6,240,00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9,280,000

㈜코랭스

5,719,500

주식회사 서일이엔지

18,500,000

라온화이트햇 주식회사

25,920,000

주식회사 컴윈테크

7,395,90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9,455,680

조달청

7,922,550

(주)글로벌텔레콤

61,783,000

2020년 10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24,713,200

2020년 10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식회사 오픈링크시스템

24,713,200

2020-11-24

2020년 10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디에스인포주식회사

12,356,600

2020-11-26

'20년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장비 확충 2차 용역과제 선급금

(주)에스큐브아이

25,080,000

2020-11-26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서 인쇄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19,853,900

2020-11-2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필수조치사항 리플릿 인쇄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13,511,300

2020-11-26

IoT 보안테스트베드 세미나 참석자 기념품 제작

아이비장애인보호작업장

8,400,000

2020-11-26

나주청사 시설관리용 자재 및 공구 구매（20년 6차）

(주)나눔세상

6,296,000

2020-11-26

불법스팸 현장조사 업무용 노트북 구매

(주)녹색사랑

7,590,000

2020-11-26

'20년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장비 확충 사업 용역 잔금

(주)에스큐브아이

54,736,000

2020-11-26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잔금

주식회사 파수

7,500,000

2020-11-26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잔금

씨아이즈(주)

7,500,000

2020-11-26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기안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선급금

주식회사 씨프로

17,500,000

2020-11-26

사이버 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신고 자동접수 대응 DBMS SW 구매

(주)다스인포텍

36,000,000

2020-11-26

능동형 위협정보 AI 학습모델 개발 및 분석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엘피에스

9,900,000

2020-11-2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업무매뉴얼 인쇄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디지털사업단

8,393,000

2020-11-26

사이버위협정보 분석을 위한 신규 기기 구매

2020-11-26

전자문서유통센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PoC 장비 임차

2020-11-26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조사원 전문교육 자료 제작

2020-11-26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법률안 초안 마련 법률자문료

2020-11-26

정보시스템 등급제 및 SW개발보안 제도 개선을 위한 국외 정보보호 기술문서 번역

2020-11-26

나주청사 전자서명인증센터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UPS실 장비 소모품 교체 용역

2020-11-26

IOS앱 기반 및 IOS 서명패드 기반 신기술 전자서명서비스 평가를 위한 기존 노후화 기기 교체 구매 추진

2020-12-01

민간 협력을 통한 홈페이지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보안장비 임차료

주식회사 컴윈테크

9,760,600

(주)브로드밴드아이디씨

10,120,000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9,504,000

법무법인 윈스

8,000,000

㈜라이온코리아

9,604,250

대건이엔티주식회사

18,612,000

나둥북스

7,662,000

큐비트시큐리티 주식회사

5,000,000

2020-12-01

사이버위협 방지관리시스템 구축

2020-12-01

2020년 정보보호 관련 최신 정보수집 및 활용을 위한 소장자료 구입

주식회사 윈스

331,364,000

2020-12-01

국외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관련 법률 전문가 자문료

2020-12-01

전자문서유통센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 구매

2020-12-01

세계 암호시장 관련 보고서 번역

2020-12-01

사물인터넷 보안관리 지원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12-01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 시스템 데이터 시각화 라이선스 연장

2020-12-01

2020년 위치정보 사업자 지원 수혜기업 대상 성과조사 및 분석 용역 선금 지급

2020-12-01

상황관제팀 인터넷침해대응시스템 AI 기능 운영을 위한 구글 클라우드 사용료 납부

2020-12-01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잔금 납부

2020-12-01

디지털헬스케어 기기 대상 보안위협 시연 기자재 구매

2020-12-01
2020-12-01
2020-12-01

2020년도 나주청사 외부조경 관리

2020-12-01

AI기반 사이버위협 탐지·대응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12-01

고유식별정보처리자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인쇄

2020-12-01

전자정부SW·IoT보안센터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시스템 구매

2020-12-01

전자정부 SW 보안약점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성 검증 환경의 효율적 보안관리를 위한 보안점검 솔루션(내PC

2020-12-01

CAMP 회원 대상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번역

2020-12-01

지원사업 및 위탁과제의 원활한 온라인 평가를 위한 실시간 질의응답 모듈 구매

(주)엘피에스

7,810,000

2020-12-01

불법스팸 방지 리플렛 인쇄 제작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6,150,000

2020-12-01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및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을 위한 판촉물품 인쇄 제작

아이비장애인보호작업장

5,440,000

2020-12-01

신기술 전자서명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노후화 기자재 교체 구매

주식회사 컴윈테크

8,566,300

2020-12-01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 공사비

푸른어스 주식회사

5,192,000

2020-12-03

정보보호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제품 소개를 위한 홍보물 제작

한결엠

19,778,000

2020-12-03

클라우드 보안점검 시스템 고도화 용역 잔금 지급

2020-12-03

공격 데이터 수집 및 상관관계 분석 솔루션 구매

2020-12-03

온라인 실전형사이버 훈련장 로그수집 장비 임차비 지급

2020-12-03

사이버사기 대응 환경 구성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12-03

2020 ‘Security 스타트업 IR Festival’ 기념품 제작

2020-12-03

신규 랜섬웨어 동향 분석 용역 잔금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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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정보보호인력 이탈현황 조사 및 방지 정책연구 위탁용역 선급금

2020-12-03

2020년 11월분 복합기 임차료

2020-12-03

불법스팸 감소를 위한 스팸방지 기념품 제작 및 포장인쇄

2020-12-03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원격강의 테스트용 장비 구매

2020-12-03
2020-12-03
2020-12-03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운영 관리 및 기능 강화 용역 잔금 지급

2020-12-03

랜섬웨어 암호기능 및 복구가능성 분석 용역 잔금

2020-12-03

인공지능 환경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연구 용역 잔금 지급

2020-12-03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기능 테스트를 위한 기자재 구매

2020-12-03

능동형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을 위한 기만환경 구축 기자재 구입

2020-12-03

(주)교보문고

5,000,000

김장법률사무소

16,500,000

별마루

41,590,900

㈜코랭스

8,614,099

(주)녹색사랑

6,940,000

주식회사 인섹사이버시큐리티

22,000,000

(주)비욘드리서치

22,160,000

(주)골든플래닛

6,850,000

(주)이글루시큐리티

8,434,020

주식회사 레메디

31,150,000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기자재 및 소모품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6,467,660

감염PC 치료체계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매

엠에스파워시스템(주)

13,860,000

무헌조경

19,680,00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8,230,000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6,006,000

조달청

18,911,570

조달청

19,555,030

㈜팬트랜스넷

9,176,700

(주)엔오비즈

38,000,000

주식회사 엣지온

60,000,000

큐비트시큐리티 주식회사

5,000,000

주식회사 컴윈테크

6,743,20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9,800,000

코드마이즈

8,420,000

주식회사 한국정보보안원

7,927,934

(주)네오알앤에스

45,560,000

(주)유에스엠

13,416,660

아이비장애인보호작업장

7,656,000

주식회사 컴윈테크

17,591,200

암호모듈검증(KCMVP) 전문교육 기획 및 운영 용역과제 잔금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23,000,000

영세중소업체 대상 암호모듈 시험평가 지원 용역 잔금지급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17,583,372

㈜아비도스

12,819,058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17,100,000

(사)한국정보통신보안윤리학회

7,818,182

조달청

9,088,810

(주)엘피에스

7,363,600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메인) 출입통제 설비 구매

한국아이디정보주식회사

15,950,000

2020-12-0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불법스팸 기술적 조치 설명 기념품 제작

아이비장애인보호작업장

6,000,000

2020-12-03

IoT 보안 테스트 도구 운영 목적의 서버 구매

주식회사 건담앤컴퍼니

19,100,000

2020-12-03

동형기계학습 키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키관리 표준문서 영한 번역

2020-12-0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ICT 공급망 보안 기준 및 해설서 마련 위탁 용역 수탁사 잔금

2020-12-03

정보보호인력 이탈현황 조사 및 방지 정책연구 위탁용역 선급금

한국전자거래학회

7,309,090

2020-12-03

2020년 11월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사업비 지급

(주)글로벌텔레콤

20,864,382

2020-12-03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잔금

주식회사 안랩

7,500,000

2020-12-03

SW개발보안 가이드 인쇄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9,000,000

2020-12-03

2020년 원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념품용 시범구매제품 구매

2020-12-03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체감도 조사 용역 잔금 지급

2020-12-03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12-03

정보보호산업본부 공공기관 정부평가 주요사업 우수사례 참고자료 인쇄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디지털사업단

9,966,000

2020-12-03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사업관련 주요사업 우수사례 참고자료 인쇄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디지털사업단

12,980,000

2020-12-03

불법스팸 대응 업무관련 주요사업 우수사례 참고자료 인쇄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디지털사업단

6,974,000

2020-12-08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잔금

2020-12-08

11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엘지히다찌(주)

177,729,160

2020-12-08

11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아이크래프트(주)

106,637,500

㈜코랭스

5,022,500

사단법인 스마트의료보안포럼

14,363,637

서울프로폴리스

5,006,500

주식회사 메트릭스리서치

23,100,000

(주)녹색사랑

11,270,000

주식회사 한컴위드

7,500,000

2020-12-08

11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주식회사 윈스

35,545,830

2020-12-08

11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용역 사업비

(주)비온시이노베이터

35,545,830

2020-12-08

자율주행차 핵심기기 보안 취약점 점검을 위한 SW 구매

주식회사 건담앤컴퍼니

33,000,000

2020-12-08

국내 암호산업 육성을 위한 암호이용 실태조사 용역 잔금

글로벌알앤씨(주)

8,883,000

2020-12-08

악성 코드 및 앱 데이터 자동수집 시스템 개발 용역 잔금

(주)세인트시큐리티

9,600,000

2020-12-08

해외보안인증제도 연구조사 용역 선급금지급

다래나무 주식회사

67,232,000

2020-12-08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 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보안 컨설팅 운영 용역 잔금 지급

이리오넷(주)

16,686,000

2020-12-08

제5회 아시아태평양 인터넷거버넌스 아카데미 운영대행 용역 잔금 지급

주식회사 인텔리전스

19,000,000

2020-12-08

2020년도 국제 웹 표준 활동 지원 및 최신 기술 동향 분석 위탁용역 잔금 지급

2020-12-08

2020년 11월 가정의 날 운영비용 지급

2020-12-08
2020-12-08
2020-12-08

2020년도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운영지원 용역 잔금

2020-12-08

2020년 영세 중소기업 GDPR 대응 컨설팅 용역 잔금 지급

2020-12-08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용역비(11월) 지급

2020-12-08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5,891,600

샬레코리아(주)

11,319,660

2020년도 핀테크 특화 인력양성 사업 위탁용역 잔금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59,400,000

2020년도 핀테크 특화 인력양성 사업 위탁용역 잔금

주식회사 큐브커뮤니케이션코리아

39,600,000

주식회사 한국정보보안원

10,857,665

법무법인(유한)태평양

46,000,000

(주)글로벌텔레콤

25,620,833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용역비(11월) 지급

한국정보기술(주)

15,372,500

2020-12-08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용역비(11월) 지급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10,248,333

2020-12-08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기능 개선 용역 선금

2020-12-08

2020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11월 대금지급

2020-12-08
2020-12-08
2020-12-08

대한민국 온라인광고대상 기념품 구매

2020-12-08

스마트공장 관련 국외 자료 인쇄

2020-12-08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이용자 대상 교육 교보재 제작비 지급

2020-12-08

CISO 길라잡이(중급편) 인쇄

2020-12-08

AI 기반 악성의심 도메인 탐지대응 시스템 제어 및 저장용량 증설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12-08

결합키 연계정보 생성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 구매

2020-12-08

전자정부 SW 보안약점 검증 지원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진단도구 구매

2020-12-08

(주)웹비스타

15,120,000

(주)엔에스컨설팅

107,541,280

2020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11월 대금지급

아이위텍(주)

59,333,120

2020년도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운영 및 관리 11월 대금지급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18,541,600

아이비장애인보호작업장

8,800,000

전우용사촌㈜

15,950,000

VM（브이엠）

5,501,100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6,237,000

(주)아이티스톤

13,160,000

(주)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33,968,880

주식회사 스패로우

12,100,000

2020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 운영 용역 11월분_아이티노매즈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55,000,000

2020-12-08

국제 암호모듈 기준 분석 및 개선 연구 용역 잔금

주식회사 스마트엠투엠

8,550,000

2020-12-08

보안산업 데이터셋 가공 및 공유 시스템 개발 용역 잔금

(주)세인트시큐리티

17,060,000

2020-12-08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역량강화 용역 잔금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7,164,000

2020-12-08

2020년도 개발은행 협력지원 사업 관련 GCCD 영문 브로슈어 제작

(사)한국장애인상생복지회

6,864,000

2020-12-08

제16회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시험지 발간

2020-12-08

GDPR 실무교육 교재 제작 용역_잔금 지급

2020-12-08

클라우드 기반 IoT 위협 자율 분석 및 대응 기술 R&D 과제 수행을 위한 기자재(서버) 구매

2020-12-08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ㆍ탐지 시스템 운영을 위한 OS 및 보안프로그램 라이센스 갱신

2020-12-08

스마트시티 플랫폼 및 서비스 보안강화 정책 기반조성 용역 추진 잔금 지급

2020-12-08

상경 및 출퇴근 지원 셔틀운영 용역(2020년 11월)

2020-12-08

20년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용역 잔금

2020-12-08

AI 기반 사이버 위협탐지 대응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련 기자재 구매

2020-12-08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업무매뉴얼 추가 인쇄

2020-12-08

2020년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잔금

2020-12-08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5,150,000

(주)원포인트듀오

17,363,970

(주)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65,514,500

(주)아이티스톤

6,520,000

주식회사 한국정보보안원

9,100,000

금호익스프레스(주)관광사업부

15,500,000

쿤텍 주식회사

13,020,000

(주)엘피에스

8,798,600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디지털사업단

6,084,000

(주)모니터랩

7,500,000

스마트시티 보안리빙랩 환경 구축을 위한 점검 분석 기자재 구매

조달청

8,043,200

2020-12-08

스마트시티 보안리빙랩 환경 구축을 위한 점검 분석 기자재 구매

(주)녹색사랑

5,300,000

2020-12-10

블록체인 산업 및 특구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등 개최 및 운영 용역 선급금 지급

느티나무협동조합

13,318,400

2020-12-10

생활로봇 서비스 구현 및 보안성 시험환경 구축 용역 선급금

에스케이인포섹(주)

236,399,680

2020-12-10

2020년 우리원 사업관련 최신 정보수집 및 활용을 위한 소장자료 구입

(주)교보문고

2020-12-10

2020년 우리원 사업관련 최신 정보수집 및 활용을 위한 소장자료 구입

대신서적센타

6,000,000

2020-12-10

스팸대응시스템 노후화 네트워크 장비 교체 - 스위치

조달청

96,139,270

2020-12-10

11월 인터넷주소자원 백업센터 구축을 위한 IDC 및 회선 임차 위탁용역

(주)브로드밴드아이디씨

6,820,000

2020-12-10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대응을 위한 침해사고 조사 과정 교육 등록비

(주)플레인비트

9,000,000

2020-12-10

우수 정보보호 기술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 잔금

2020-12-10

APISC 침해대응교육 및 한중일 연례회의 온라인 개최 용역과제 잔급 지급

2020-12-10

AI빅데이터보안팀 추진 사업 수행을 위한 기자재 및 전산소모품 구매

조달청

8,948,060

2020-12-10

AI빅데이터보안팀 추진 사업 수행을 위한 기자재 및 전산소모품 구매

(주)엘피에스

13,134,000

2020-12-10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역량 제고를 위한 「중소·스타트업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등 지원」 용역 잔금

(주)씨드젠

34,210,000

2020-12-10

원내 업무용 메신저 S/W 및 운영 서버 구매 추진

조달청

29,759,840

2020-12-10

원내 업무용 메신저 S/W 및 운영 서버 구매 추진

조달청

14,025,330

2020-12-10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및 모의해킹 연구용역비

에스케이인포섹(주)

485,500,000

2020-12-10

IoT 악성코드 분석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5,000,000

플레어모션

9,504,000

주식회사 위피엠

26,400,000

(주)엘피에스

9,394,000

2020-12-10

24시간 종합상황실 상시운영을 위한 침해사고 대응ㆍ예방 업무용 모니터 구매

주식회사 컴윈테크

17,490,000

2020-12-10

연구개발과제 기술이전 실적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 및 유지를 위한 특허 비용

특허법인 가산

6,780,258

2020-12-10

스마트홈 자동화 기기 운영 및 업무관리를 위한 기자재 구매

(주)엘피에스

6,858,500

2020-12-10

내PC 돌보미 서비스 사업관리 및 테스트를 위한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6,555,000

2020-12-10

정보보호산업체 해외진출 활성화 사업을 위한 기념품 구매

2020-12-15

공공기관 경영실적관리 마스터과정 교육비

2020-12-15

정보보호 클러스터 2021 다이어리 제작

2020-12-15

융합보안대학원 성과확산 방안 마련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

2020-12-15

개인정보 노출 예방 교육 등 활용을 위한 2020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인쇄

2020-12-15

디지털헬스케어 기기ㆍ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12-15

2021년 전직원 업무용 다이어리 제작 인쇄

2020-12-15

지능형 스마트홈 IoT 위협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12-15

IoT 대상 자동화 공격 수집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엘피에스

18,458,000

2020-12-15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지원 용역 잔금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145,432,000

2020-12-15

자율주행차 모사기자재 구매

조달청

164,313,020

2020-12-15

나주청사 안전시설물 설치 용역

2020-12-15

개발은행 협력지원 사업 운영에 참고를 위한 미국 정부 사이버보안 정책 관련 위원회 보고서 영한 번역

2020-12-15

사이버 위협 시그널 2021 영문 달력 제작 및 인쇄

2020-12-15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컨설팅 수행 및 평가기준 개선 용역 잔금

2020-12-15

영상 노출 IP카메라 탐지대응 시스템 고도화 용역사업 잔금

(주)상록아이엔씨

16,600,000

2020-12-15

지능형 홈페이지 악성코드 유포 탐지 강화를 위한 장비 도입

(주)이스트시큐리티

197,000,000

2020-12-15

안전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이슈 연구 용역

한국표준협회

8,573,683

2020-12-15

부산 블록체인 특구4대 혁신사업 온라인 이벤트 용역 잔금 지급

주식회사 블록미디어

14,432,000

2020-12-15

사이버사기 대응시스템 가상화서버 증설을 위한 기자재 구매

비욘드에스(주)

34,355,300

2020-12-15

실감콘텐츠 보안 취약점 점검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12-15

사이버보안 AI머신 학습지원 시스템 개발 용역 잔금

2020-12-15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모의침투 훈련 등 정보보호 기술지원 용역 잔금

2020-12-15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이행 점검 및 기술지원 용역 잔금

2020-12-15

(신기술융합보안)K-사이버 시큐리티 챌린지 2020 개최 지원 용역 잔금 지급

2020-12-15
2020-12-15
2020-12-15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관리 연구용역 잔금

2020-12-15

'20년도 정보시스템 등급제 기반 전자정부 정보보호 컨설팅 용역 잔금

2020-12-15

카드뉴스 등 홍보콘텐츠 제작 용역 잔금 지급

2020-12-15

사이버사기 탐지 대응 정보공유 자동화 기능 개발 용역사업 잔금

2020-12-15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집(4종) 인쇄 제작

2020-12-15

(신기술융합보안)AI보안 기술개발 챌린지 플랫폼 개발 용역 잔금

2020-12-15

안전한 바이오정보 활용 및 보호방안 연구 용역 잔금 지급

2020-12-15

(신기술융합보안)AI보안 기술 챌린지 테스트 코드 수집 용역 잔금

2020-12-15

경기지역 중소기업 대상 정보보호 서비스 및 전문교육 용역 추진 잔금 지급

2020-12-15

2020년 이용자 대상 스팸 피해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 잔금지급

2020-12-15

2020년 블록체인 TechBiz 컨퍼런스 및 진흥주간 개최운영 용역 추진 잔금

2020-12-15

2020년 최상위인증기관 웹트러스트 인증 용역 잔금

2020-12-15

스마트시티 사이버보안 관련 해외자료 번역

2020-12-15

AI 기반 침해사고 및 악성코드 특징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용역

2020-12-17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사원증 지원을 위한 카드리더기 구매

한국문화재재단

6,832,500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11,800,000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디지털사업단

5,423,000

웰포인터컨설팅(주)

31,532,627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8,000,000

씨지에스아이티(주)

159,999,990

아이비장애인보호작업장

17,540,600

(주)엘피에스

18,227,000

주온이엔씨(주)

9,770,000

㈜팬트랜스넷

7,400,500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8,454,000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50,000,000

(주)이미넷

88,000,000

(주)상록아이엔씨

26,000,000

주식회사 시큐아이

74,250,000

사단법인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42,807,000

주식회사 모닝엔터컴

41,000,000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용역 잔금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12,640,000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용역 잔금

라온에스엔씨 주식회사

15,800,000

코드마이즈

8,940,000

주식회사 엘앤제이테크

74,520,000

유한회사 애드스퀘어

9,000,000

주식회사 루테스

15,000,000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6,301,350

(주)두두아이티

39,900,000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8,900,000

(주)엠시큐어

13,500,000

주식회사 에프원시큐리티

62,370,000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11,764,720

(주)전자신문사

69,882,450

안진회계법인

15,752,000

㈜라이온코리아

12,000,000

(주)콘텐츠와이즈

58,000,000

(주)링스텔레콤

40,120,500

주식회사 에이아이

36,000,000

2020-12-17

AI 기반 스팸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11월)

2020-12-17

스마트빌딩 시스템 사이버 대응방안 기술 조사 및 분석 용역과제 잔금

(주)두두아이티

5,700,000

2020-12-17

SW개발보안 경진대회 및 컨퍼런스 개최 지원 용역 잔금 지급

(주)전자신문사

19,157,083

2020-12-17

SW개발보안 경진대회 및 컨퍼런스 개최 지원 용역 잔금 지급

주식회사 이도플래닝

15,673,977

2020-12-17

2020년 글로벌 정보보호 산업 시장 동향조사 연구용역 잔금

2020-12-17

주식회사 트레이드파트너스

10,400,000

2020년 정보보호 해외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대행 용역 잔금 지급

주식회사 인텔리전스

11,760,000

2020-12-17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용역 장기 1차 추진 11월분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129,529,833

2020-12-17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용역 장기 1차 추진 11월분

(주)디에스라인

56,695,166

2020-12-17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운영 용역 장기 1차 추진 11월분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0,691,667

2020-12-17

2020년 클라우드 사업자 대상 보안 교육 용역 잔금

2020-12-17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현황 분석 및 보안인증제 개선 지원 잔금

2020-12-17

자율주행차 핵심기기 보안취약점 점검 도구 구매

2020-12-17

2020년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 운영 용역 사업 잔금

2020-12-17

'20년 다중이용 서비스 보안수준 점검 잔금 지급

2020-12-17

실감콘텐츠 보안모델 개발 및 보안리빙랩 구현방안 수립 용역 잔금 지급

주식회사 오픈이지

9,860,400

데일리소프트 주식회사 (dailySoft Co.,Ltd.)

13,300,000

씨지에스아이티(주)

237,999,990

(주)씨드젠

83,160,000

(주)노르마

44,000,000

라온화이트햇 주식회사

29,994,000

2020-12-17

실감콘텐츠 보안모델 개발 및 보안리빙랩 구현방안 수립 용역 잔금 지급

라온에스엔씨 주식회사

19,996,000

2020-12-17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운영 지원 용역

주식회사 아이엘아이티

25,105,454

2020-12-17

민·관합동조사단 대응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전문단 연구·개발 활동 지원 용역 잔금

2020-12-17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7,062,000

국외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관련 법률 전문가 자문료

김장법률사무소

16,500,000

2020-12-17

2020년 정보보안ㆍ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잔금

주식회사 씨프로

7,500,000

2020-12-17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조사 실효성 및 방법론 연구 용역 잔금

(주)미디어채널

7,923,374

2020-12-17

지능형사이버방어R＆D팀 내 4개 과제별 저작권 확보를 위한 특허 비용 납부

특허법인 가산

24,557,597

2020-12-17

2020년 개인정보 가명 익명 기술 경연 지표 개선 및 운영 용역 잔금 지급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17,642,909

2020-12-17

'20년도 정보시스템 등급제 기반 보안관리 이행지원 용역과제 추진 잔금

주식회사 한국정보보호컨설팅

31,200,000

2020-12-17

'20년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장비 확충 2차 사업 용역 잔금

(주)에스큐브아이

6,270,000

2020-12-17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잔금

2020-12-17

2020년 웹 표준 인식제고 위탁용역 잔금 지급

2020-12-17
2020-12-17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7,900,000

(주)상상앤컴퍼니

59,344,450

신규 보안 취약점 개선 조치 기술지원 용역 잔금

주식회사 위키시큐리티

16,620,381

2020년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 운영 용역 잔금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10,533,600

2020-12-17

한-APT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세미나 개최지원 용역 잔금 지급

이스터마케팅서비스(주)

9,581,628

2020-12-17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생태계 연구조사 위탁용역 잔금

주식회사 블록미디어

7,290,000

2020-12-17

118상담센터 운영 및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잔금

(주)유니비즈컨설팅

28,325,000

2020-12-17

웹 표준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운영 용역 잔금 지급

(주)상상앤컴퍼니

78,564,090

2020-12-17

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 컨설팅 위탁용역 잔금 지급

주식회사 쓰리에스컴

94,640,000

2020-12-17

IoT 허니넷 위협정보 수집확대를 위한 시범환경 구축 용역 잔금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27,790,500

2020-12-17

2020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교육 및 세미나 용역 잔금 지급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23,630,310

2020-12-17

클라우드 서비스 가상자원 취약점 점검 및 조치지원 용역 추진 잔급 지급

이리오넷(주)

22,961,382

2020-12-17

클라우드 서비스 가상자원 취약점 점검 및 조치지원 용역 추진 잔급 지급

(주)엔오비즈

15,307,588

2020-12-17

데이터 맥락기반 가명‧익명처리 절차 개선 및 실증 용역 잔금 지급

한라대학교산학협력단

67,293,600

2020-12-17

2020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컨설팅 및 국외동향 분석 용역 잔금 지급

주식회사 포유씨큐리티

29,400,000

2020-12-17

2020년 글로벌 인터넷 정책 산업 동향 분석 위탁용역 잔금 지급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17,800,000

2020-12-17

1인 미디어 산업 현황 분석 연구 위탁용역 잔금 지급

2020-12-17

인터넷거버넌스 교과과정 타당성 연구 위탁용역 잔금 지급

2020-12-17

DNS 데이터 활용 동향 연구 위탁용역 잔금 지급

2020-12-17

(신기술융합보안)AI보안 교육운영 지원 용역 잔금 지급

2020-12-17
2020-12-17

한국기업지식연구원 주식회사

5,688,100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7,000,000

사단법인한국미디어경영학회

5,363,636

한국표준협회

88,500,000

＇20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교육 컨설팅 및 자율규제 지원」 용역 잔금 지급

주식회사 포유씨큐리티

24,288,000

＇20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교육 컨설팅 및 자율규제 지원」 용역 잔금 지급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6,072,000

2020-12-17

2020년 전자정부 정보보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분석 용역 잔금 지급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11,840,000

2020-12-17

국가도메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고객만족 개선 활동 용역 잔금 지급

(주)트루이스

16,214,000

2020-12-17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인력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 용역 잔금 지급

이알케이솔루션주식회사

12,860,000

2020-12-17

5G 관련 보안위협 및 기술 표준 동향 연구조사 용역 잔금

주식회사 한국정보보호컨설팅

7,840,000

2020-12-17

한국인터넷진흥원 ISO45001 인증심사 비용 지급

2020-12-17

2020년 글로벌 정보보호 산업 동향 조사 용역비 지급

2020-12-17

2020년도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지원 용역 잔금 지급

2020-12-17

AI 기반 악성의심 도메인 탐지·대응 시스템 구축 용역 잔금

2020-12-17

융합보안 이슈 발굴 및 분석 용역 추진 잔금 지급

2020-12-17

2020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위탁용역 잔금

2020-12-17

정보주체 개인정보 통제권한 행사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잔금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7,760,000

2020-12-17

IoT 보안 테스트베드 확대 구축 건축 공사 용역 잔금

주식회사 아이디에이디

46,887,480

2020-12-17

V2X보안인증체계 기술규격 및 운영가이드라인 개발 용역 잔금 지급

(주)드림시큐리티

48,709,980

2020-12-17

V2X보안인증체계 법제도 추진방안 연구 용역 추진 잔금

한국정보인증(주)

32,894,400

2020-12-17

V2X보안인증체계 법제도 추진방안 연구 용역 추진 잔금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1,929,600

2020-12-17

자율주행차 서비스 취약점 점검 및 보안모델 개발 용역 잔금

이타스코리아주식회사

53,000,000

2020-12-17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보안리빙랩 구현방안 수립 용역 잔금

에스케이인포섹(주)

27,900,000

2020-12-17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보안리빙랩 구현방안 수립 용역 잔금

아우토크립트 주식회사

18,600,000

2020-12-17

내PC 돌보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문서보안용 세단기 구매

2020-12-17

인터넷거버넌스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 제작 용역 잔금지급_(주)써스포

2020-12-17

온라인 분야 자율규제단체를 위한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인쇄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5,726,400

2020-12-17

오프라인 분야 자율규제단체를 위한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인쇄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19,593,600

2020-12-22

청렴수준 향상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용역 잔금

2020-12-22

국내 인텔리전스 정보서비스 사용계약 추진(국내-6)

2020-12-22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기술지원 위탁용역 잔금

2020-12-22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정제도 연구 용역 잔금

2020-12-22

스마트공장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안모델 개발 용역 잔금

2020-12-22

스마트공장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안모델 개발 용역 잔금

2020-12-22

2020년 11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주식회사 케이에스알인증원

9,240,000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29,700,000

주식회사 해리

20,744,790

주식회사 베일리테크

56,440,000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29,900,000

(주)글로벌리서치

29,648,000

조달청

8,234,220

(주)써스포

14,724,000

주식회사 이노크루

5,900,000

(주)하우리

20,000,00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부설정보통신인증센터

44,700,000

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

7,900,000

에스케이인포섹(주)

92,565,000

(주)앤앤에스피

75,735,000

(주)비온시이노베이터

56,880,140

2020-12-22

2020년 11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싸이버테크 주식회사

2020-12-22

2020년 11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주식회사 조인트리

24,590,539
10,538,802

2020-12-22

2020년 11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주식회사 태진티엔에스

14,220,036

2020-12-22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 구현방안 수립 위탁용역 잔금 지급

에스케이인포섹(주)

33,880,000

2020-12-22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 구현방안 수립 위탁용역 잔금 지급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4,520,000

2020-12-22

디지털헬스케어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안모델 개발 위탁용역 잔급 지급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7,440,000

2020-12-22

디지털헬스케어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안모델 개발 위탁용역 잔급 지급

주식회사 엘앤제이테크

14,400,000

2020-12-22

디지털헬스케어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안모델 개발 위탁용역 잔급 지급

사단법인 스마트의료보안포럼

5,760,000

2020-12-2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및 진단원 양성과정 운영 사업 잔금

주식회사 오픈이지

33,320,000

2020-12-22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개발 및 운영 용역

(사)한국씨피오포럼

19,827,500

2020-12-22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개발 및 운영 용역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8,497,500

2020-12-22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 도입 및 시행방안 연구 용역 잔금

(사)한국씨피오포럼

12,760,000

2020-12-22

2020년 위치정보 산업 동향 및 실태조사 용역 잔금 지급

(사)개인정보보호협회

13,990,909

2020-12-22

2020년 위치정보 산업 동향 및 실태조사 용역 잔금 지급

(주)날리지리서치그룹

13,110,000

2020-12-22

2020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정보시스템 정보보호 고도화 위탁용역 잔금

(주)싸이버원

114,840,000

2020-12-22

글로벌 협의체(CAMP) 및 교육센터(GCCD) 사무국 운영 용역 잔금

주식회사 모닝엔터컴

37,800,000

2020-12-22

2020년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분석 용역 잔금 지급

다래나무 주식회사

17,400,000

2020-12-22

긴급구조 목적 위치정보 품질 측정 용역 잔금 지급(아비스)

2020-12-22

긴급구조 목적 위치정보 품질 측정 용역 잔금 지급(TTA)

2020-12-22

스마트홈 IoT 보안 리빙랩 구축 용역과제 잔금

2020-12-22

2020년 비대면 서비스 정보보호 해커톤 운영 위탁용역

(주)에이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5,558,000

2020-12-22

2020년 K-스타트업 정보보호 초기창업기업 육성 용역

(주)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13,500,000

2020-12-22

공개된 개인정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잔금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7,433,996

2020-12-22

IoT 보안인증 온라인 영상 제작 잔금지급

(주)디지털에볼루션

17,100,000

2020-12-22

사이버보안 실무인재(K-Shield 주니어) Meet-Up Day 및 수료인증식 행사 개최 용역

(주)상상앤컴퍼니

14,011,800

2020-12-22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고도화 컨설팅 지원 용역 잔금

(주)코어시큐리티

44,640,000

2020-12-22

국내 인텔리전스 정보서비스 사용계약 추진(국내-7)

주식회사 케이티(KT)

20,000,000

2020-12-22

구직자 대상 보안사고 분석대응 기술인력 양성(장기 3차) 용역 잔금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210,360,720

2020-12-22

2020년 11월 정보통신회선료 지급

(주)엘지유플러스

28,334,220

2020-12-22

2020년 11월 정보통신회선료 지급

주식회사 케이티(KT)

19,462,140

2020-12-22

2020년 11월 정보통신회선료 지급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SKB)

20,594,840

2020-12-22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중요문서 보안운송 용역 4차 정산(16회 실기)

(주)브링스코리아

7,425,000

2020-12-22

아프리카 거점 파견근무를 위한 국외이전비 정산

(주)현대해운

9,979,420

2020-12-22

IoT 보안 시험 기준 및 방법 개선 용역과제 잔금지급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9,604,000

2020-12-22

IoT 보안 시험 기준 및 방법 개선 용역과제 잔금지급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5,762,400

2020-12-22

2020년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동향조사 용역 잔금 지급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13,440,000

2020-12-22

2020년도 본인확인서비스 안전성 진단 및 개선 사업 잔금

주식회사드로닉스

333,000,000

2020-12-22

2020년 전자문서산업 실태조사 용역 잔금 지급

글로벌알앤씨(주)

15,620,000

2020-12-22

침해사고 데이터 현장 분석 도구 개발 용역 사업비 잔금

코뷰랩

18,170,000

2020-12-22

EU 정보보호 인증 평가제도 관련 내용 번역

2020-12-22

주식회사 아비스

23,595,00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90,905,000

(주)두두아이티

27,000,000

㈜코랭스

6,078,250

스마트홈 보안리빙랩 및 시험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엘피에스

15,072,200

2020-12-22

20년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용역 추진 잔금 지급

(주)씨드젠

479,117,700

2020-12-22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용역비 잔금 지급

(주)씨드젠

899,146,000

2020-12-22

정보보호 자가점검 수준진단 서비스 제공 및 중소기업 현황 분석 잔금 지급

주식회사 아이엘아이티

14,200,000

2020-12-22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시험 평가 체계 개선 연구 용역 잔금지급

(주)지오투정보기술

61,740,000

2020-12-22

아시아 전자상거래 개인정보보호 현황 조사 및 협력 방안 마련 용역 잔금 지급

2020-12-22

민간분야 사이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CISO 길라잡이 인쇄 제작

2020-12-22
2020-12-22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8,900,000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5,422,000

2020년 공공 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및 지원 용역 잔금

(주)씨드젠

58,300,000

IoT허니넷 위협정보 수집확대를 위한 시범환경 구축 기자재 구매

(주)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93,815,780

2020-12-22

2020년 다중이용 IoT기기 취약점 점검 용역 잔금 지급

주식회사 에프원시큐리티

24,600,000

2020-12-22

가명정보 결합키 연계정보 생성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주)테라정보보호

43,248,621

2020-12-22

블록체인 기술·산업정책 포럼 운영 위탁용역 잔금 지급

주식회사 해시넷

15,840,000

2020-12-22

가명정보 결합키 연계정보 생성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위치 구매

주식회사 화성이엔씨

42,172,710

2020-12-22

범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 잔금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15,960,000

2020-12-22

범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 잔금

주식회사 씨툰디자인

6,840,000

2020-12-22

2020년 11월 급여 업무 아웃소싱 비용 지급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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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제6차 인터넷주소자원 3개년 기본계획 컨설팅 용역 잔금

2020-12-22

개인정보노출대응체계 및 e프라이버시클린서비스고도화 용역 잔금

2020-12-22

융합보안대학원 성과확산 방안 마련 위탁용역 잔금 지급

2020-12-22

SW개발보안 주요 가이드 개정 및 제도 강화 방안 마련 용역과제 잔금

(주)에이치알아웃소싱코리아
(주)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

5,454,240
210,900,000

주식회사 앳시스

11,780,000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834,037,600

웰포인터컨설팅(주)

7,883,157

(주)핀시큐리티시스템

13,840,000

2020-12-22

2020년 웹하드업체 보안실태 점검 용역 잔금 지급

2020-12-22

개인정보보호 관련 처벌규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잔금

2020-12-22

세계은행(WB) 협력 기반 GCCD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교육 운영 잔금 지급

2020-12-22

개인정보 보호조치 모니터링 관련 법령 안내서 인쇄

2020-12-22

전자문서법 해설서 및 전자문서 관리 안내서 인쇄

2020-12-22

＇21년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대상자 조사 용역 잔금 지급

2020-12-22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23,400,000

사단법인 정보통신법포럼

7,181,818

(주)두두아이티

19,546,824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26,700,000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5,999,800

(주)미디어채널

8,724,925

스팸대응시스템 노후화 네트워크 장비 교체 - 라우터

(주)비온시이노베이터

35,200,000

2020-12-22

나주청사 2020년도 전기설비 안전진단 검사료 지급

한국전기안전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6,529,490

2020-12-22

글로벌 인터넷플랫폼 동향 조사분석 위탁용역 잔금 지급

2020-12-22

AI 기반 악성의심 도메인 탐지·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대금 지급

2020-12-22

정보보호 제품·기술개발 지원 사업 정책연구 용역 잔금

2020-12-22

2020년 대한민국 온라인광고대상 잔금 지급

2020-12-22

드론 보안시험 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2020-12-22

능동형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 시스템 인프라 구축

2020-12-24
2020-12-24
2020-12-24

2020년 온라인광고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용역 잔금 지급

2020-12-24

2020년도 FIDO 기술지원 사업 잔금 지급

2020-12-24

글로벌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미래인터넷 기술 동향 조사 및 분석 위탁용역 잔금

2020-12-24

침해사고 신고 자동접수·대응 시스템 인프라 구축

2020-12-24

2020년 융합보안 인력양성(스마트자동차 분야）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용역 잔금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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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4
2020-12-24

주식회사 트레이드파트너스
조달청

5,400,000
230,000,000

한국기업지식연구원 주식회사

8,558,000

(주)상상앤컴퍼니

13,476,980

(주)엘피에스

9,592,000

아이크래프트(주)

257,264,700

K-스타트업 정보보호 성장기업 도약 용역 잔금

와이에스케이파트너스

102,300,000

글로벌 웹 표준 동향 조사 분석 용역 잔금 지급

역삼세무서

5,676,000

(사)한국온라인광고협회

23,500,00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90,000,000

사단법인 국제전자상거래연구센터
아이크래프트(주)

9,596,400
312,840,000

쿤텍 주식회사

12,600,000

(주)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

12,400,000

2020년 11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글로벌텔레콤

61,783,000

2020년 11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24,713,200

2020-12-24

2020년 11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식회사 오픈링크시스템

24,713,200

2020-12-24

2020년 11월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 대금지급

디에스인포주식회사

12,356,600

2020-12-24

2020 GPA 의제 및 결의 영한 번역

2020-12-24

㈜코랭스

8,869,878

2020년 전자정부 정보보호 전문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위탁 잔금 지급

주식회사 스킬서포트

17,621,835

2020-12-24

지능형 5G 코어망 보안 R＆D 과제 수행을 위한 5G SA 테스트베드 구매

주식회사 아이엘아이티

204,930,000

2020-12-24

2020년 인터넷 정보보호 이슈 발굴 및 분석 위탁용역 잔금 지급

2020-12-24

지능형 침해사고 대응 통합 플랫폼 고도화 용역 잔금

2020-12-24

2020년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정보보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 위탁 용역 잔금 지급

2020-12-24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전자서명 이용실태 조사 용역 잔금

2020-12-24

국외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를 위한 법률 전문가 자문료

2020-12-24

2020년 인터넷플랫폼시장 주요 이슈 도출 및 분석 용역 잔금 지급

2020-12-24
2020-12-24

주식회사 해리

29,251,200

티쓰리큐 주식회사

43,200,000

(주)두두아이티

11,760,000

글로벌알앤씨(주)

15,600,000

김장법률사무소

7,700,000

주식회사 디지털투데이

26,800,000

블록체인 확산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계획 잔금지급

주)노브레이크

18,156,000

블록체인 확산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계획 잔금지급

주식회사 오퍼스엠

17,444,000

2020-12-24

IoT 제품 모의해킹 시나리오 개발 용역 추진 잔금지급

라온화이트햇 주식회사

6,480,000

2020-12-24

주요 국가의 5G 정책 현황 조사 및 분석 위탁용역 잔금 지급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9,900,000

2020-12-24

도메인등록대행자 및 관리대행자 대상 기념품 제작 구매

아이비장애인보호작업장

9,350,000

2020-12-24

위치정보 사업자 지원 수혜기업 대상 성과조사 및 분석 용역 잔금

(주)비욘드리서치

5,540,000

2020-12-24

2020 GDPR 상담사례집 인쇄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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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2020-12-29
2020-12-29

2020년도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사무국 운영 용역 잔금지급_(주)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2020-12-29

2020년도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운영 및 홍보콘텐츠 용역과제 잔금

2020-12-29

한결엠

6,952,000

(주)지엔컨설팅코리아

27,900,000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점검 등 기술지원 용역

에스케이인포섹(주)

496,353,000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점검 등 기술지원 용역

(주)이글루시큐리티

91,047,000

(주)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29,100,000

인터즈(주)

15,133,800

스팸데이터 개방 환경구축 및 홈페이지 개선 용역 잔금 지급

주식회사 루테스

23,100,000

2020-12-29

스팸데이터 개방 환경구축 및 홈페이지 개선 용역 잔금 지급

케이엘정보통신 주식회사

18,900,000

2020-12-29

2020년도 KISA 사내벤처 창업·사업화 지원 용역 지급

(주)에스씨지

28,655,000

2020-12-29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ㆍ탐지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잔금

(주)골든플래닛

49,900,000

2020-12-29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사원증 도입 용역 잔금 지급

코인플러그

14,080,000

2020-12-29

HTML5 기술 지원 위탁용역 잔금 지급

(주)포뎁스

71,400,000

2020-12-29

20년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훈련과정 운영 잔금

2020-12-29

2020년도 전자정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모바일앱 검증 지원 용역 잔금

2020-12-29
2020-12-29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38,413,760

주식회사 스패로우

198,000,000

개인정보보호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리뉴얼 용역과제 잔금

(주)씨드젠

41,360,000

전자정부서비스 SW개발보안 적용 수준 점검 수행 용역과제 잔금

(주)테르텐

10,181,968

2020-12-29

2020년 온라인광고 이용자 인식조사 및 정책연구 용역 잔금 지급

(주)한국통계연구소(KORSTAT)

14,880,000

2020-12-29

자율규제단체(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복지 분야 개인정보처리 안내서 인쇄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8,140,500

2020-12-29

APEC CBPR 안내서 디자인 개발 및 인쇄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9,324,700

2020-12-29

20년도 핀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위탁용역 잔금 지급

주식회사 큐브커뮤니케이션코리아

83,490,000

2020-12-29

스마트시티 취약점 점검 및 보안모델 개발 용역 잔금 지급

주식회사 시큐리티허브

47,080,000

2020-12-29

스마트시티 보안리빙랩 구현방안 수립 용역 잔금 지급

에스케이인포섹(주)

39,600,000

2020-12-29

스마트시티 보안리빙랩 구현방안 수립 용역 잔금 지급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13,200,000

2020-12-29

2020년 12월 급여 업무 아웃소싱 비용 지급

(주)에이치알아웃소싱코리아

5,454,240

2020-12-29

전기통신사업법 법령집 인쇄

2020-12-29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보안가이드 개발 용역 잔금지급

2020-12-29
2020-12-29
2020-12-29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1종) 책자 칼라 인쇄

2020-12-29
2020-12-29
2020-12-29

2020년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기여도 조사 선금 지급

2020-12-29

가명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을 위한 법·제도 연구 용역 잔금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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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2020-12-29
2020-12-29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인쇄

2020-12-29

2020년 GDPR 실무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_잔금 지급

2020-12-29
2020-12-29
2020-12-29

2020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운영 위탁용역 잔금

2020-12-31

20년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훈련시스템 유지보수 잔금

2020-12-31

해외보안인증제도 연구조사 용역 잔금지급

2020-12-31

정보보호 신기술 조사 분석 및 R&D 산출물 작성 지원 용역 잔금

2020-12-31

2020년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발간 용역 잔금

2020-12-31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AI 데이터셋 구축 잔금

2020-12-31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활용 환경 개선 잔금 지급

2020-12-31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AI 데이터셋 구축 잔금

2020-12-31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홍보 용역 잔금 지급

2020-12-31

가명/익명정보 처리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용역 잔금

2020-12-31

침해사고 신고 자동접수대응 시스템 구축 용역 잔금

2020-12-31

능동형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 잔금

2020-12-31

AI 기반 스팸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용역 잔금

2020-12-31

2020년 KISA 전화외국어 위탁교육 운영_3회차 정산_캐럿에듀

2020-12-31

2020년도 4분기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인터넷회선 구축 및 운영 위탁용역 잔금

2020-12-31
2020-12-31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8,805,500

주식회사 시큐리티허브

66,960,000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매뉴얼 인쇄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14,000,000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 인쇄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6,100,000

한결엠

14,135,000

2020년 개인정보보호인의 밤 행사 개최 용역 잔금

(주)상상앤컴퍼니

10,756,900

2020년 핀테크 기업지원 성과분석 조사용역 잔금 지급

(주)비욘드리서치

8,200,0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040,000

사단법인 정보통신법포럼

6,336,000

사단법인 스마트의료보안포럼

3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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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 가산

6,5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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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 가산

9,271,000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9,399,500

(주)미디어케이션

17,556,000

내PC 돌보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전산장비 구매

조달청

129,892,650

내PC 돌보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전산장비 구매

조달청

72,840,210

(주)메가뉴스

7,719,558

주식회사 도연시스템즈

25,494,857

다래나무 주식회사

16,808,000

한시큐리티(주)

6,008,200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26,749,800

주식회사 쏘마

37,962,000

(주)콘텐츠와이즈

34,000,000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13,338,000

주식회사 어컴퍼니

6,400,000

한라대학교산학협력단

28,799,100

(주)두두아이티

49,680,000

주식회사 앰진시큐러스

50,400,000

주식회사 에이아이

72,000,000

(주)캐럿에듀

6,352,500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SKB)

24,000,000

2020년도 4분기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인터넷회선 구축 및 운영 위탁용역 잔금

주식회사 케이티(KT)

12,000,000

2020년도 4분기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인터넷회선 구축 및 운영 위탁용역 잔금

(주)엘지유플러스(LGU+)

12,000,000

2020-12-31

인터넷주소자원 백업센터 구축을 위한 IDC 및 회선 임차 12월분

(주)브로드밴드아이디씨

2020-12-31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 2단계 개발 용역 잔금

2020-12-31

나주청사 공기청정기 임차(렌탈)비 지급

2020-12-31

2020년 스팸대응시스템(응용SW) 유지관리 위탁용역 잔금 지급

(주)비트러스트

71,793,036

2020-12-31

침해사고 재발방지 기술지원 용역과제 잔금

(주)플레인비트

541,500,000

2020-12-31

2020년 한국인터넷진흥원 독서통신교육 위탁 운영_잔금_와이즈로

주식회사 와이즈로

24,300,000

6,820,000

주식회사 파수

193,000,000

JS시너지

19,253,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