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계약 현황
계약금액
(단위 : 원)

구분

계약일

계약명

용역

2016-07-01

2016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

26,400,000

계약업체

담당부서

(주)트루이스

전략기획팀

용역

2016-07-01

2016년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ISIS) 관리강화 용역

용역

2016-07-01

APEC CBPRs의 국내 도입 기대효과 및 효과적인 도입 방안 분석

12,319,999

(주)오케이토마토

정보보호정책팀

59,200,000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

2016-07-05

개인정보제도팀

2016년도 정보통신시설 정보보호 행사 개최 지원 용역

76,000,000

(주)엔젤인월드와이드

용역

기반보호팀

2016-07-06

한 중 일 공용 한자 최상위도메인 국제 생성규칙(LGR) 제정을 위한 국내외 현황 조사 및 활동

29,000,000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인터넷주소센터

용역

2016-07-06

16년 웹 표준 전환 및 선도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회계감사 위탁용역

44,000,000

회계법인새시대

인터넷기반조성팀

용역

2016-07-06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인식제고 위탁용역

88,196,900

주식회사 상상앤컴퍼니

공인전자주소팀

구매

2016-07-06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위한 취약점 점검 솔루션 구매

76,880,000

(주)아이티베이스

융합보안인증팀

용역

2016-07-07

2016년 사물인터넷(IoT) 협의체 운영 및 행사지원

81,950,000

(주)올인원커뮤니케이션

IoT보안기술팀

용역

2016-07-07

2016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27,500,000

(사)한국CPO포럼

개인정보침해점검팀

용역

2016-07-08

무선통신 지원 보안토큰 구현적합성 평가도구 개발

19,470,000

(주)티모넷

전자인증산업팀

구매

2016-07-08

가상화 시스템 확장 구축 및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기자재 구매

131,530,000

(주)네컴시스템

사이버사기대응팀

용역

2016-07-12

신규 플랫폼 대상 침해사고 분석환경 구축

88,200,000

쿤텍주식회사

분석1팀

용역

2016-07-14

IoT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위탁용역

86,100,000

(주)위너스랩

IoT보안기술팀

용역

2016-07-15

16년도 대국민 전자서명 이용실태 조사 용역

36,300,000

(주)글로벌리서치

전자인증산업팀

용역

2016-07-15

온라인광고 산업동향 조사 및 분석

88,000,000

메트릭스코퍼레이션

서비스산업개발팀

용역

2016-07-20

전자상거래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마련 위탁용역

20,000,00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자거래진흥팀

용역

2016-07-25

전자문서유통센터 인터넷 회선 사업자 선정

25,288,889

드림라인 주식회사

전자문서유통팀

용역

2016-07-28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계약을 위한 기준 개발 용역

39,294,200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보보호정책팀

용역

2016-07-07

핀테크 서비스 테스트패널 지원 위탁용역

91,000,000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주)

서비스산업개발팀

구매

2016-07-08

고성능 침해사고 분석 서버 구매

188,780,790

드림인텍(주)

분석1팀

용역

2016-07-13

핀테크 서비스 보안 내재화 지원

190,000,000

유한회사 아홉

서비스산업개발팀

용역

2016-07-18

핀테크 특화 인력양성 사업

97,910,730

비앤트리코리아(주)

서비스산업개발팀

용역

2016-07-27

휴대폰 본인인증 내역조회 시스템 개발

176,000,000

주식회사코넥

개인정보기술팀

용역

2016-07-29

사이버 블랙박스 연동 및 맞춤형 공유기능 고도화 개발 용역

213,400,000

주식회사 모비젠

종합분석팀

구매

2016-08-01

IoT보안 테스트베드 활용을 위한 취약점 점검 솔루션 구매

28,000,000

(주)케이에스씨앤씨

IoT보안기술팀

용역

2016-08-01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측정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

42,000,000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터넷정책기획팀

용역

2016-08-01

국가용 네트워크 접근통제 제품 및 무선침입방지시스템 보호프로파일 마련 용역

58,800,000

한국시스템보증(주)

보안성능인증팀

용역

2016-08-01

시계열 분석 기반 공격예측 및 이상징후 모니터링 시각화 시작품 개발 용역

59,331,800

(주)엠더블유스토리

보안기술R＆D1팀

용역

2016-08-01

초연결사회를 위한 스마트 네트워킹 핵심 기술 연구 용역

70,909,090

(사)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인터넷정책기획팀

용역

2016-08-01

IoT 정보보호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위탁용역

88,000,000

(주)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IoT보안기술팀

용역

2016-08-01

ICT 융합산업 분야 신규 취약점 심층 분석·공유

88,000,000

주식회사 타이거팀

융합보안진흥팀

용역

2016-08-01

개인정보 관리 주의 알림서비스 구축 타당성 연구

25,909,090

(사)한국경영정보학회

개인정보협력팀

용역

2016-08-09

온라인광고 규제 개선 방안 마련 및 연구반 운영

57,750,000

(사)한국온라인광고협회

융합서비스지원팀

구매

2016-08-09

IoT 보안 취약점 검색·공유 및 시험 기술 개발을 위한 기자재 구매

80,574,080

(주)엘피에스

보안기술R&D2팀

용역

2016-08-09

APISC 침해사고대응 초청 교육 위탁 운영 용역

48,624,813

주식회사컬처메이커스

글로벌협력팀

용역

2016-08-10

침해정보 Intelligence 분석 시스템의 대용량 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용역

57,000,000

비트나인

보안기술R＆D1팀

용역

2016-08-10

2016년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시스템 기능 강화 용역

44,000,000

한국전자인증주식회사

차세대인증보안팀

용역

2016-08-10

2016년 대학정보호 동아리 교육운영 및 지원사업 용역

69,000,000

(주)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

보안교육기획팀

용역

2016-08-11

ICT안전산업 활성화 기반시설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

78,000,000

대창아이티컨설팅 주식회사

지방이전준비TF

용역

2016-08-12

2016년 전자문서 산업 실태조사 용역

66,081,363

사단법인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전자거래진흥팀

용역

2016-08-12

차세대 ITS 보안 가이드 개발

58,500,000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보보호정책기획팀

용역

2016-08-12

공공앱 현황 조사 및 성과 관리 방안 연구 용역

77,600,000

(주)엘앤제이테크

전자정부보호팀

용역

2016-08-12

문서관리 아웃소싱 현황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발 위탁용역

17,909,090

사단법인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전자거래진흥팀

용역

2016-08-18

융합산업 침해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사고사례 분석 및 공유

68,794,000

(주)코어시큐리티

융합보안진흥팀

용역

2016-08-18

’17년도 인터넷ㆍ정보보호 10대 이슈 전망

49,600,000

넥스텔리전스(주)

인터넷정책기획팀

용역

2016-08-18

2016년 IPv6 전문 교육 과정 운영

49,000,000

에프레인

인터넷기반조성팀

용역

2016-08-19

IoT 취약점 정보 공유 시스템 GUI 시제품 개발

55,000,000

(주)상록아이엔씨

보안기술R＆D2팀

용역

2016-08-22

엣지 컴퓨팅 네트워크 아키텍쳐 연구 용역

35,727,272

(사)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인터넷정책기획팀

용역

2016-08-22

해외이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치외법권 연구

20,000,000

센티넬코리아

개인정보협력팀

용역

2016-08-22

2016년도 최상위인증기관 웹트러스트 인증 용역

67,210,000

안진회계법인

차세대인증보안팀

구매

2016-08-22

악성코드 전 생명주기 통합 프로파일링 및 공격그룹 식별 기술 개발을 위한 기자재 구매

31,450,000

(주)아이티베이스

보안기술R&D1팀

용역

2016-08-22

사용자 상황인지 기반 네트워크 보안 아키텍쳐 연구 용역

35,727,272

(사)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인터넷정책기획팀

용역

2016-08-25

국가 간 전자서명 상호인증 및 상호인정 방안 연구 용역

77,585,000

한국무역정보통신

차세대인증보안팀

용역

2016-08-25

HTML5 모바일 웹 취약점 탐지 및 시각화 도구 시제품 제작 개발 용역

78,270,000

주식회사 프로토콜마스터

보안기술R＆D2팀

용역

2016-08-25

17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대상자 조사 용역과제

43,156,099

(주)미디어채널

보안수준인증팀

용역

2016-08-30

공공 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연구 용역

26,773,051

(주)미디어채널

개인정보대응2팀

용역

2016-08-31

IoT 게이트웨이 취약성 시험 평가 도구 개발

68,750,000

주식회사 프로토콜마스터

보안기술R＆D2팀

용역

2016-08-03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이중화를 위한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개선

337,500,000

아이크래프트 주식회사

상황관제팀

용역

2016-08-08

IPv6 도입 컨설팅 운영 용역

77,800,000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인터넷기반조성팀

용역

2016-08-16

IoT 보안 테스트베드 확대 구축 용역

135,380,000

(주)글로벌텔레콤

IoT보안기술팀

용역

2016-08-18

2016년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 개선 및 고도화 용역

171,600,000

(주)아사달

정보보호정책팀

구매

2016-08-23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 시스템 백신엔진 라이센스 갱신 SW 구매

142,000,000

하나시스

종합분석팀

구매

2016-08-24

지방이전 청사신축 관급자재(통합배선설비) 구매

580,677,500

주식회사 인포스텍

청사건립팀

구매

2016-08-29

인터넷침해대응시스템 이중화 구축

아이크래프트주식회사

인텔리전스협력팀

구매

2016-08-29

인터넷침해대응시스템 이중화 구축(SW분리발주,가상화 및 가상화 관리 SW증설)

아이크래프트주식회사

인텔리전스협력팀

용역

2016-09-01

해외 현지 조사·분석을 통한 ICT 융합보안 클러스터 조성 방안 연구 용역

70,000,000

한국기업지식연구원 주식회사

융합보안진흥팀

용역

2016-09-01

SW보안약점 기준 확대에 따른 진단원 교육교재, 시험문제 등 개발

58,500,000

(주)오픈이지

전자정부보호팀

용역

2016-09-06

클라이언트 배포용 웹 스크립트 취약점 스캐너 시제품 제작

59,900,000

탑텍

보안기술R＆D2팀

구매

2016-09-06

홈페이지 동적점검을 위한 SW 도입

78,000,000

(주)세인트시큐리티

침해탐지팀

구매

2016-09-06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위한 취약점 점검 및 관리 솔루션 구매

73,712,000

주식회사 시큐세이프

융합보안인증팀

용역

2016-09-06

인증효력유지 및 인증서효력연장 시험 위탁 용역

29,370,000

한국시스템보증(주)

보안성능인증팀

용역

2016-09-06

스크립트 공격 대응 시스템 통합 GUI 시제품 개발 용역

55,000,000

(주)상록아이엔씨

보안기술R＆D2팀

용역

2016-09-06

SNS 스팸 현황 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

29,590,000

앰진시큐러스

스팸대응팀

구매

2016-09-07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장비 구매

64,900,000

(주)도시엔컴

운영지원팀

용역

2016-09-08

IPv4 주소 고갈에 따른 국내외 상황 조사분석

25,800,000

(주)인재아이엔씨

인터넷기반조성팀

용역

2016-09-09

2016년 대학정보보호동아리 지원 용역

49,810,200

주식회사컬처메이커스

보안교육기획팀

용역

2016-09-09

제11회 K-ICT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개최 용역

87,497,025

주식회사 상상앤컴퍼니

인터넷기반조성팀

용역

2016-09-12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안내서 개선 연구 용역

47,094,000

(주)블루커뮤니케이션

클라우드보안관리팀

용역

2016-09-12

글로벌 웹 표준(HTML5) 관련 국제 표준 활동 지원

90,000,000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인터넷기반조성팀

용역

2016-09-12

2016년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 고객만족도 조사

22,180,000

(주)트루이스

인터넷주소센터

용역

2016-09-12

악성코드 연관관계 및 변종공격 트랜드 시각화 시작품 개발

47,000,000

루테스

보안기술R＆D1팀

구매

2016-09-13

악성코드 전 생명주기 통합 프로파일링 및 공격그룹 식별 기술 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구매

41,509,600

주식회사 이비즈테크

보안기술R＆D1팀

구매

2016-09-19

IoT 보안 취약점 검색·공유 및 시험 기술 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구매

32,663,400

주식회사 첫눈

보안기술R＆D2팀

용역

2016-09-20

IPv6 종합지원센터 웹사이트 개선.운영

47,850,000

(주)인재아이엔씨

인터넷기반조성팀

용역

2016-09-22

소규모 문자사업자 대상 기술 컨설팅

49,751,000

(주)한국아이티평가원

탐지2팀

2,600,000,000
474,330,000

용역

2016-09-26

생체신호 인증알고리즘 SW 및 2차년도 연구용 DB 구축

63,636,363

서울대학교병원

보안기술확산팀

용역

2016-09-26

2016 침해사고 대응 전문인력 발굴 및 훈련용 콘텐츠 개발

77,547,933

주식회사컬처메이커스

종합분석팀

용역

2016-09-26

DDoS 공격PC 치료 강화를 위한 감염알림 기능 개선 용역

46,500,000

플랜티넷

상황관제팀

용역

2016-09-27

2045 미래사회@인터넷 인식확산 순회 세미나 행사지원 용역

46,970,000

(주)올인원커뮤니케이션

인터넷정책기획팀

용역

2016-09-27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홈페이지 기능개선

33,000,000

(주)포뎁스

보안교육기획팀

용역

2016-09-28

ICT 동향.이슈 퀵서베이 용역

35,000,000

주식회사 나우앤퓨처

융합서비스지원팀

용역

2016-09-28

IPv6 성능시험 방법론 개발 및 실증

77,000,000

주식회사 인터티

인터넷기반조성팀

용역

2016-09-30

산업제어시스템에 대한 보안위협 분석 및 인증 동향 조사 용역

44,000,000

(주)조이보안컨설팅

기반보호팀

구매

2016-09-30

IoT 보안 취약점 검색·공유 및 시험 기술 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2차 구매

43,982,000

주식회사 이비즈테크

보안기술R＆D2팀

용역

2016-09-30

모바일 결제사기 통합대응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작

71,200,000

(주)상록아이엔씨

보안기술R＆D1팀

용역

2016-09-05

국내 IPv6 실태조사 용역

175,000,000

(주)글로벌리서치

인터넷기반조성팀

용역

2016-09-07

사이버 위협 이상 징후 모니터링 현황판 개선

107,420,000

브레인즈스퀘어(주)

상황관제팀

용역

2016-09-22

차세대 ITS 분야 기기 전자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115,800,000

한국정보인증(주)

전자인증산업팀

용역

2016-09-26

IoT 해외로드쇼 운영 위탁용역

136,300,000

(주)라임커뮤니케이션즈

IoT보안기술팀

용역

2016-09-27

인터넷침해대응시스템 이중화 운영 환경 제공 용역추진

87,533,600

(주)엘지유플러스

사이버보안기획팀

구매

2016-09-27

종합상황실 모니터링용 LED상환판 구매

682,500,000

(주)콤텍정보통신

상황관제팀

용역

2016-09-29

2016 대한민국 온라인광고제(KOAF) 위탁용역

130,268,600

(주)상상앤컴퍼니

서비스산업개발팀

구매

2016-10-05

핀테크 보안·인증기술 지원센터 운영 플랫폼 가상화 시스템 기자재 구매

32,703,000

(주)시원코리아

융합서비스지원팀

구매

2016-10-05

모바일 결재사기 통합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기자재 구매

72,030,000

(주)엘피에스

보안기술R＆D1팀

용역

2016-10-05

아이핀 연계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능 고도화 용역

88,000,000

주식회사 유에이브

위치정보팀

용역

2016-10-07

정보보호 클러스터 세부 공간 설계 용역

51,827,100

필단건축사사무소

융합보안진흥팀

용역

2016-10-07

중소 클라우드 이용기업 대상 보안컨설팅 지원

78,210,000

한시큐리티(주)

클라우드보안관리팀

용역

2016-10-11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개선 용역

19,000,000

(주)웹소울랩

개인정보대응2팀

용역

2016-10-11

2016년 정보보호 인력수급 실태조사

29,700,000

(주)글로벌리서치

보안교육기획팀

용역

2016-10-11

해외 영상보안산업 관련 지원정책 및 인증제도 조사 용역

28,600,000

한세대학교산학협력단

보안성능인증팀

용역

2016-10-11

정보보호 관리체계 검정관리 시스템 및 문제은행 시스템 개발

76,000,000

(주)아이오시스

보안수준인증팀

용역

2016-10-11

정보보호 관리체계 홈페이지 및 온라인시스템 구축 운영 개발

92,000,000

주식회사 케이브레인컴퍼니

보안수준인증팀

용역

2016-10-11

EU 진출 우리 기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발

20,000,000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개인정보협력팀

용역

2016-10-13

ICT 융합보안 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86,000,000

한국기업지식연구원 주식회사

융합보안진흥팀

용역

2016-10-14

사이버 위협정보 활용 가이드 개발

27,200,000

(주) 플레인비트

인텔리전스협력팀

용역

2016-10-14

IoT 정보보호 해커톤 운영 위탁용역

76,600,000

(주)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IoT보안기술팀

용역

2016-10-14

IPv6 전용 시험망 테스트베드 고도화

34,112,000

에프레인

인터넷기반조성팀

구매

2016-10-19

위치정보활용플랫폼 DB 서버 이중화를 위한 장비 구매

16,995,000

(주)케이에스씨앤씨

위치정보팀

용역

2016-10-20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77,000,000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융합서비스지원팀

용역

2016-10-20

118사이버민원센터 힐링 프로그램 운영

27,909,500

이지웰마인드(주)

신고조사팀

용역

2016-10-24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48,000,000

(주)유빅스컴퓨팅

보안수준인증팀

용역

2016-10-24

경기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정보보호 일반 및 전문교육 용역

26,200,000

(주)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

보안산업지원팀

용역

2016-10-24

융합보안 산업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38,500,000

주식회사 나우앤퓨처

융합보안진흥팀

용역

2016-10-24

카드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용역

17,600,000

(주)유진코어

홍보실

구매

2016-10-24

개인정보보호 포털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전산장비 구매

77,000,000

주식회사 스마트아이티

위치정보팀

구매

2016-10-24

보호나라 & KrCERT 서비스 제공 능력 향상을 위한 기자재 구매

28,358,000

(주)페타바이트

종합대응팀

공사

2016-10-25

DNS, 모바일 등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종합상황실 개선공사(소방)

52,902,390

지엘방재(주)

상황관제팀

공사

2016-10-25

DNS, 모바일 등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종합상황실 개선공사(전기)

26,390,998

우진전력공사

상황관제팀

공사

2016-10-25

DNS, 모바일 등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종합상황실 개선공사(인테리어)

160,929,380

(주)다전디자인그룹

상황관제팀

용역

2016-10-25

웹 컴플라이언스(웹 서비스 운영 관련 법·제도 안내서) 개발

38,660,000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인터넷기반조성팀

구매

2016-10-26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노후화 설비 교체를 위한 기자재 구매

68,200,000

한스텍

차세대인증보안팀

구매

2016-10-27

전자금융사기대응시스템 보안장비 구매

48,400,000

주식회사성심정보기술

탐지2팀

용역

2016-10-27

나주청사 사이니지 및 주요공간 인테리어 설계 용역

51,599,740

(주)영지영섭종합건축사사무소

운영지원팀

구매

2016-10-27

표준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웹해킹 공격 방어를 위한 웹방화벽 구축

31,736,320

(주)네컴시스템

전자문서유통팀

용역

2016-10-27

국가 웹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컨설팅 위탁용역

78,400,000

주식회사 웹스미디어

인터넷기반조성팀

용역

2016-10-27

16년 통합인증관리시스템홈페이지 및 기능 개선 용역

25,000,000

비트러스트

보안수준인증팀

용역

2016-10-28

정보보호 스타트업 실태조사

47,850,000

(주)FSH KOREA

IoT보안기술팀

용역

2016-10-28

중고 거래 시 개인정보 노출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18,000,000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개인정보대응1팀

구매

2016-10-28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시험장비 구매

94,760,000

ERK솔루션

보안성능인증팀

구매

2016-10-28

망간자료전송 솔루션 구매

17,580,000

주식회사 스타아이티

인터넷주소센터

구매

2016-10-28

종합상황관제시스템 이중화 장비 증설을 위한 기자재 구매

170,198,280

(주)매그넷

인텔리전스협력팀

구매

2016-10-31

융합산업 신규 취약점 및 침해사고 사례 시연을 위한 기자재 구매

34,070,400

(주)엘피에스

융합보안진흥팀

공사

2016-10-31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

55,001,107

(주)다브진

보안성능인증팀

구매

2016-10-31

PDF 문서 유호기간 지정 및 유출방지 솔루션 구매

26,300,000

(주)아이티베이스

보안수준인증팀

구매

2016-10-31

전자금융사기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소프트웨어 구매

44,160,000

(주)엘피에스

탐지2팀

구매

2016-10-31

정보보호지원센터 웹취약점 환경 구성을 위한 기자재 구매

71,200,000

(주)코드원

보안산업지원팀

용역

2016-10-04

16년 행정자치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장비 확충 사업

구매

2016-10-04

인터넷 연동구간 DDoS 대응시스템 구축

구매

2016-10-10

사이버 블랙박스 연동 및 맞춤형 공유기능 고도화를 위한 대용량 메모리 기반 고성능 장비 구매

177,526,890

아이티에이스

구매

2016-10-12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관리 및 분석을 위한 대용량 메모리 기반 고성능 장비 구매

203,900,000

네컴시스템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55)

종합분석팀

용역

2016-10-13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성능 고도화

421,000,000

주식회사 센티널테크놀로지(35)

개인정보침해점검팀

용역

2016-10-26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계 및 프로토타입 개발용역

159,500,000

(주)조은아이앤에스(10)
(주)코어시큐리티

보안교육기획팀

용역

2016-10-27

대한민국(K-ICT) 시큐리티 페스티벌 개최 위탁용역

165,550,000

(주)상상앤컴퍼니

전략기획팀

용역

2016-11-0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 활성화 연구 용역

56,430,000

(주)올인원커뮤니케이션

인텔리전스협력팀

용역

2016-11-04

정보통신기반시설 글로벌 동향조사 및 이슈 분석

17,500,000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기반보호팀

용역

2016-11-04

경기 지역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용역

38,500,000

(주)나무시큐리티

보안산업지원팀

용역

2016-11-07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현황 조사

30,863,636

(사)한국경영정보학회

개인정보점검팀

용역

2016-11-08

글로벌 웹 표준문서 한글화 위탁용역

70,060,200

(주)다큐멘테크

인터넷기반조성팀

용역

2016-11-09

사이버공격 탐지 체계 강화 지원을 위한 침해사고 대응 및 운영(CSIRT) 가이드라인 개발

29,500,000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글로벌협력팀

용역

2016-11-10

행정자치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 워크샵 개최 지원 용역

19,516,090

(주)엔젤인월드와이드

기반보호팀

용역

2016-11-10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개선 연구

39,600,000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보안수준인증팀

구매

2016-11-11

핀테크 서비스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솔루션 구매

72,600,000

(주)코어스넷

융합서비스지원팀

용역

2016-11-11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호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용역

78,980,000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클라우드보안관리팀

용역

2016-11-11

해외 정보보호 인증제도 사례조사

28,700,000

넥스텔리전스(주)

보안수준인증팀

구매

2016-11-14

정보보호 제품교육을 위한 교육용 APT 대응 정보보호제품 구매

35,095,060

(주)엔피코어

보안교육기획팀

용역

2016-11-14

핀테크 기업 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 위탁용역

48,000,000

주식회사 비욘드리서치

융합서비스지원팀

구매

2016-11-14

정보보호 제품교육을 위한 교육용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매

46,200,000

주식회사 스타아이티

보안교육기획팀

구매

2016-11-14

정보보호 제품교육을 위한 교육용 가상화 웹방화벽 구매

24,684,000

주식회사성심정보기술

보안교육기획팀

구매

2016-11-14

실전형 공방 훈련 콘텐츠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

68,748,500

(주)시스컴

보안교육기획팀

구매

2016-11-15

정보보호 제품교육을 위한 교육용 네트워크 DLP 정보보호제품 구매

45,012,000

(주)도시엔컴

보안교육기획팀

구매

2016-11-16

정보보호 제품교육을 위한 교육용 UTM 정보보호제품 구매

47,520,000

인포인

보안교육기획팀

구매

2016-11-16

정보보호 제품교육을 위한 교육용 가상화 정보보호제품 구매

47,942,400

(주)넷세이프

보안교육기획팀

용역

2016-11-16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방이전 청사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120,702,669

코브제 주식회사

청사건립팀

용역

2016-11-17

핀테크 해커톤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위탁용역

28,600,000

두런미디어

융합서비스지원팀

748,000,000
1,395,857,000

에이텍아이엔에스(80)
비트러스트(20)
아이크래프트 주식회사

전자정부보호팀
종합대응팀
종합분석팀

용역

2016-11-18

한국인터넷진흥원 종전부동산 (동아타워 2층) 감정평가

9,334,600

(주)가람감정평가법인

지방이전준비TF

용역

2016-11-18

한국인터넷진흥원 종전부동산 (동아타워 2층) 감정평가

9,059,600

프라임감정평가법인(주)

지방이전준비TF

용역

2016-11-18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인식조사

44,000,000

(주)글로벌리서치

보안수준인증팀

용역

2016-11-21

해외 바이오인식시스템 시험 및 인증 조사 용역

32,500,000

주식회사 비피기술거래

보안성능인증팀

용역

2016-11-21

전자거래분쟁 자동상담 콘텐츠 구축

17,600,000

(주)아비도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용역

2016-11-21

사이버보안전문단 워크샵 및 사이버침해사고 정보공유세미나 개최

35,250,064

이스터마케팅서비스(주)

인텔리전스협력팀

용역

2016-11-2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담당자 보안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44,500,000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인쇄사업소

기반보호팀

용역

2016-11-25

공인인증서 가입자설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심사 방법 개선 용역

43,600,000

한국시스템보증(주)

차세대인증보안팀

용역

2016-11-28

창조경제박람회 전시 공간 시공·운영 위탁용역

41,790,000

유닉스코리아(주)

위치정보팀

공사

2016-11-29

시큐리티 짐 교육장 인테리어 시공 용역

56,251,440

(주)한국쏠텍

보안교육기획팀

용역

2016-11-29

전자문서(유통·보관) 검증 지원 시스템 개선

31,300,000

토피도 주식회사

전자문서유통팀

용역

2016-11-29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시스템 이전 용역

19,800,000

토피도 주식회사

전자문서유통팀

용역

2016-11-30

DNS 싱크홀 및 허니넷 시스템 운영환경 제공

67,848,000

LG유플러스

탐지1팀

구매

2016-11-08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노후화 장비 교체를 위한 서버 구매

290,685,500

이트론 주식회사

개인정보대응1팀

구매

2016-11-10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보안 강화를 위한 기자재 구매

483,265,000

주식회사 엔코디

개인정보대응1팀

구매

2016-11-11

IoT 보안테스트베드 확대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501,380,000

(주) 하이젠

IoT보안기술팀

용역

2016-11-14

지능형 CCTV 시험도구 기능확대 및 시험연동

116,500,000

주식회사 재영소프트

보안성능인증팀

용역

2016-11-17

'16년 행정자치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장비 확충 2차 사업

127,600,000

(주)이루온아이앤에스

전자정부보호팀

용역

2016-11-25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Security Gym) 훈련 콘텐츠 개발

430,000,000

(주)두두아이티

보안교육기획팀

구매

2016-11-29

실전형 공방 훈련을 위한 가상화 장비 구매

359,909,000

(주)솔모정보기술

보안교육기획팀

용역

2016-12-02

보호나라 & KrCERT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59,180,000

(주)아비도스

종합대응팀

용역

2016-12-02

2017년 급여 업무 아웃소싱

54,700,800

(주)에이치알아웃소싱코리아

인사팀

용역

2016-12-02

항공관제시스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확대구축 사업 등 2건의 정보보호 사전점검

39,200,000

시큐어플러스(주)

기반보호팀

구매

2016-12-07

실전형 공방 훈련 콘텐츠 운영을 위한 계측장비 구매

84,900,000

주식회사 유니텔

보안교육기획팀

용역

2016-12-08

17년도 공인전자주소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강화 용역

93,000,000

(주)포뎁스

공인전자주소팀

용역

2016-12-12

나주청사 블라인드 제작 및 설치

121,158,030

예원

운영지원팀

용역

2016-12-14

2017년도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출입통제 보안강화(특수경비)

95,592,000

주식회사위드플러스시스템

차세대인증보안팀

구매

2016-12-14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SSL VPN 구매

49,005,000

스타버킷

정보보안운영팀

구매

2016-12-15

IPv6 전용 시험망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구매

48,550,000

(주)와치텍

인터넷기반조성팀

용역

2016-12-16

2017년도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비상대응 보안강화(출동경비)

3,900,000

(주)네오에스네트웍스

차세대인증보안팀

용역

2016-12-16

개인정보 자율점검 및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80,100,000

(주)인재아이엔씨

개인정보점검팀

용역

2016-12-16

2017년 웹하드업체 보안 실태 점검 용역과제

77,860,000

(주)한국아이티평가원

탐지1팀

용역

2016-12-21

2017년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분석

58,500,000

넥스텔리전스(주)

개인정보기획팀

용역

2016-12-23

주요 침해사고 탐지·조치·대응 시스템 보안관제

68,200,000

에스케이인포섹(주)

탐지1팀

용역

2016-12-28

인터넷·정보보호 법제 동향 조사 및 분석

30,000,000

넥스텔리전스(주)

법제연구팀

용역

2016-12-29

2017년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강화

70,000,000

(주)포뎁스

개인정보제도팀

용역

2016-12-29

‘17년도 인터넷주소자원·인터넷거버넌스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57,000,000

(주)포뎁스

인터넷주소센터

용역

2016-12-30

2017년도 전자문서유통센터 인터넷 회선 도입

59,400,000

드림라인 주식회사

전자문서유통팀

용역

2016-12-30

2017년 스팸신고 수동분배 및 신고처리 결과 분석 용역

96,030,000

(주)에스아이시큐리티

신고조사팀

용역

2016-12-07

K-Shield 방법론 기반 공격 훈련 컨텐츠 개발

192,750,000

주식회사 타이거팀

보안교육기획팀

용역

2016-12-08

K-Shield 훈련 컨텐츠 재정비 및 보안 제품 훈련 컨텐츠 개발

343,000,000

(주)코어시큐리티

보안교육기획팀

구매

2016-12-09

실전형 공격, 방어 훈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매

154,912,000

주식회사 에스에스티

보안교육기획팀

용역

2016-12-09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실태 검사 지원

382,700,000

(주)핀시큐리티시스템

개인정보점검팀

용역

2016-12-12

K-Shield 방법론 기반 대응 훈련 컨텐츠 개발

195,000,000

(주)코어시큐리티

보안교육기획팀

용역

2016-12-14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조사원 교육 및 운영지원 용역

132,272,720

(사)개인정보보호협회

개인정보점검팀

용역

2016-12-15

2017년 클라우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인증심사 지원 위탁

213,240,000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클라우드보안관리팀

용역

2016-12-15

17년 악성코드 초동분석 및 동향정보 수집 용역

190,000,000

(주)하우리

분석2팀

용역

2016-12-16

PC원격점검 용역(장기 2차)

179,770,000

(주)예스시큐리티컨설팅

신고조사팀

용역

2016-12-16

17년~18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운영환경 제공(장기 1차)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종합대응팀

용역

2016-12-16

핀테크 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185,000,000

주식회사 큐브커뮤니케이션코리아

융합서비스지원팀

용역

2016-12-19

17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 운영

706,992,000

큐어넷 주식회사

종합대응팀

용역

2016-12-21

17년도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시스템 관리강화 용역

121,780,000

토피도 주식회사

전자문서유통팀

용역

2016-12-21

2017년도 핀테크 특화 인력양성 사업 위탁용역

244,500,000

비앤트리코리아(주)

융합서비스지원팀

용역

2016-12-22

2017년 웹취약점 점검 및 웹보안도구 보급 용역

155,000,000

주식회사 에프원시큐리티

탐지1팀

용역

2016-12-23

17년 전자금융사기 대응 시스템 운영환경 개선 및 관제 제공 용역

135,800,000

한국제이에스데이터시스템즈(주)

탐지2팀

용역

2016-12-23

17년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조치 및 기술지원

900,718,000

주식회사 에프원시큐리티

탐지1팀

용역

2016-12-23

17년 인터넷주소 등록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주)엔에스컨설팅

인터넷주소센터

용역

2016-12-26

17년 맞춤형 전용백신 제작

262,450,000

(주)잉카인터넷

상황관제팀

용역

2016-12-27

118상담센터 운영(장기 2차)

1,125,137,550

(주)메타넷엠씨씨

신고조사팀

용역

2016-12-27

17년 krDNS 및 제반 시스템 개선·운영

1,154,000,000

(주)엔에스컨설팅

인터넷주소센터

용역

2016-12-27

인터넷 개인정보 노출대응 체계운영 및 시스템 기능개선

1,332,000,000

용역

2016-12-28

17년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운영

용역

2016-12-29

17년 ~18년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장기1차)

용역

2016-12-29

17년 사이버사기 검증·조치 및 대응 지원 용역

281,600,000

(주)아이넷캅

탐지2팀

용역

2016-12-30

17년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인터넷접속용 회선 제공

177,120,000

드림라인 주식회사

상황관제팀

용역

2016-12-30

17년 ~18년 krDNS DDoS 대응 인터넷 회선 사업자 선정(장기1차)

614,592,000

드림라인 주식회사

인터넷주소센터

용역

2016-12-30

17년 ~18년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관리강화 위탁 용역(장기1차)

7,394,623,500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

정보자원관리TF

용역

2016-12-30

17년 악성코드 탐지 및 치료체계 시스템 회선ㆍ상면서비스 구축 용역

494,760,000

(주)씨디네트웍스

탐지1팀

용역

2016-12-30

17년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 시스템 운영

237,600,000

(주)씨디네트웍스

인텔리전스협력팀

1,584,000,000

1,107,000,000

385,000,000
1,536,500,000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개인정보대응1팀

（주）블루데이타시스템즈

개인정보대응1팀

대신정보통신 주식회사

인터넷주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