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대금지급 현황
지급일

지급내역

지급처

지급금액
(단위 : 원)

2018-01-04 IoT 보안인증제 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지급

(주)엘피에스

14,128,000

2018-01-04 클라우드 실증환경·보안서비스 위협 점검 및 보안 컨설팅 지원_잔금_안랩_에스케이인포섹 지급

주식회사 안랩, 에스케이인포섹(주)

69,600,000

2018-01-04 IoT 무선취약점 점검을 위한 기자재 구매 지급

(주)노르마

14,450,000

2018-01-04 2017년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창업·개발 지원」 위탁용역_잔금_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지급

(주)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20,070,000

2018-01-04 본원 농구대구매 지급

조달청

15,257,870

2018-01-04 2017년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집 책자 발간 지급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2018-01-04 국내외 주요 법령 및 우수 스팸대응 사례와 기술 번역의 건(영한/한영/중한 번역) 지급

(주)코랭스

2018-01-04 2017년 정보보호부문 실태조사 위탁용역_잔금_글로벌리서치 지급

(주)글로벌리서치

2018-01-04 안전한 지능형CCTV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 동향 조사 연구_잔금_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지급

서울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39,000,000

2018-01-0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및 진단원 양성과정 운영 용역_잔금_컬처메이커스_오픈이지 지급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주식회사 오픈이지

46,944,000

2018-01-04 C-ITS 보안인증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_잔금_한국보안인증(주) 지급

한국정보인증(주)

29,040,000

2018-01-04 인터넷침해사고 체험 환경 구축 용역_잔금_훌리악 지급

훌리악

18,480,000

2018-01-04 2017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용역_잔금_케이씨에이 지급

(주)케이씨에이

80,520,000

2018-01-04 감성지능(EQ) 기반 조직역량 강화 교육_잔금_(사)한국능률협회 지급

(사)한국능률협회

81,120,000

2018-01-04 정보보호 서비스(컨설팅,보안관제) 전문기업 현황 조사_잔금_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지급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18-01-04 온라인광고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_잔금_한국온라인광고협회 지급

(사)한국온라인광고협회

28,248,000

2018-01-04 웹취약점 점검 및 웹보안도구 보급 용역_잔금_에프원시큐리티 지급

주식회사 에프원시큐리티

46,500,000

2018-01-04 2017년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분석 용역_잔금_넥스텔리전스(주) 지급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17,550,000

2018-01-04 개인위치정보보호 자율준수 환경조성 용역_잔금_(사)개인정보보호협회 지급

(사)개인정보보호협회

21,378,000

2018-01-04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책임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_잔금_위맥컨설팅 지급

주식회사 위맥컨설팅

11,400,000

2018-01-04 17년도 공인전자주소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강화 용역_잔금_포뎁스 지급

(주)포뎁스

27,900,000

2018-01-04 2017년도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사무국 운영 용역_잔금_(주)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지급

(주)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2018-01-04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조치 및 기술지원 용역_잔금_에프원시큐리티_블루데이타시스템즈 지급

주식회사 에프원시큐리티, （주）블루데이타시스템즈

2018-01-04 2017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_잔금_한국소비자평가연구원 지급

(주)한국소비자평가연구원

21,300,000

2018-01-04 17년도 전자문서유통센터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운영 위탁 용역_잔금_토피도(주) 지급

토피도 주식회사

93,195,000

2018-01-04 클라우드 기반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_잔금_제이제이에스티 지급

(주)제이제이에스티

80,780,000

2018-01-04 LBSP의 위치정보 클라우드 인프라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입_잔금_이지테크론 지급

(주)이지테크론

81,400,000

2018-01-04 온라인광고 업무관리시스템 등 기능개선 용역_잔금_상록아이엔씨 지급

(주)상록아이엔씨

12,750,000

2018-01-04 2017 온라인광고 분쟁사례집 등 안내서 개발 용역_잔금_승일미디어그룹주식회사 지급

승일미디어그룹 주식회사

2018-01-04 악성코드 탐지 및 치료체계 시스템 회선ㆍ상면서비스 구축 용역_잔금_(주)씨디네트웍스 지급

(주)씨디네트웍스

148,428,000

2018-01-04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 시스템 운영_잔금_(주)씨디네트웍스 지급

(주)씨디네트웍스

71,280,000

2018-01-04 2017년도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출입통제 보안강화(특수경비)_잔금_주식회사위드플러스시스템 지급

주식회사위드플러스시스템

28,677,600

2018-01-04 2017년 스팸신고 수동분배 및 신고처리결과 분석_잔금_아이엔플(구, 에스아이시큐리티) 지급

(주)아이엔플

28,809,000

2018-01-04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정본 인쇄 지급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인쇄사업소

2018-01-04 정보통신기반보호 제도 안내서 및 실무 가이드 제작 용역_잔금_승일미디어그룹 지급

승일미디어그룹 주식회사

2018-01-04 융합산업 신규 취약점 및 침해사고 사례 심층 분석__잔금_플레인비트

(주)플레인비트

지급

2018-01-04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 구매_잔금_주식회사 아워스_(주)에스엔에이(채권양도) 지급

(주)에스엔에이, 주식회사 아워스

2018-01-04 사이버대피소 트래픽 분석 및 운영시스템 개선 개발_잔금_리톤트루 지급

주식회사리턴트루

2018-01-04 통합·융합 보안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스타트업 행사 운영_잔금_쉐이프웨이즈코리아

지급

주식회사 쉐이프웨이즈코리아

7,458,000
12,814,400
112,500,000

8,850,000

16,260,000
270,215,400

9,450,000

7,194,000
36,480,000
22,800,000
185,610,170
24,900,000
5,969,700

2018-01-04 비식별 조치 관련 사례 및 현황 실태조사_잔금_파수닷컴 지급

(주)파수닷컴

57,121,900

2018-01-04 2017년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_잔금_컬처메이커스 지급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10,365,000

2018-01-08 2017년 PC원격점검_11월분_예스시큐리티컨설팅 지급

(주)예스시큐리티컨설팅

14,980,833

2018-01-08 「2017년 정보보호 해커톤」 운영 위탁용역_잔금_(주)올인원커뮤니케이션 지급

(주)올인원커뮤니케이션

11,154,000

2018-01-08 정보보호 융합.집적 프로그램 운영 지원_잔금_비트러스트

(주)비트러스트

지급

8,940,000

2018-01-08 클라우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인증심사 지원 2차 용역_잔금_핀시큐리티_싸이버원 지급

(주)핀시큐리티시스템, (주)싸이버원

2018-01-08 내용연수 경과 및 신규 기자재 구매 지급

(주)녹색사랑, 조달청

2018-01-08 IoT오픈소스 보안점검을 위한 SW 구매_잔금_조달청 지급

조달청

2018-01-08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 이용 환경 실태조사_잔금_헤더스_웹와치주식회사 지급

주식회사 헤더스 , 웹와치 주식회사

2018-01-08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지원 위탁 용역_잔금_모바일센 지급

모바일센 주식회사

2018-01-08 2017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잔금_글로벌리서치 지급

(주)글로벌리서치

17,550,000

2018-01-08 17년 맞춤형 전용백신 제작 용역_잔금_잉카인터넷 지급

(주)잉카인터넷

78,735,000

2018-01-08 웹하드업체 보안 실태 점검 용역_잔금_한국아이티평가원 지급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2018-01-08 HTML5 기술 지원 위탁 용역_잔금_포뎁스 지급

(주)포뎁스

2018-01-08 표준 기록관리시스템(RMS) 설치를 위한 WEB/WAS 구매(키사랑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 관련) 지급

조달청

24,054,190

2018-01-08 악성앱 분석 시스템 기능개선 및 보안강화 용역_잔금_주식회사 에이아이 지급

주식회사 에이아이

27,800,000

2018-01-08 인증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_잔금_케이브레인컴퍼니 지급

케이브레인컴퍼니

18,780,000

2018-01-08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_잔금_피아이랩스 지급

(주)피아이랩스

23,814,000

2018-01-08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강화 용역-잔금_(주)케이에이치솔루션 지급

(주)케이에이치솔루션

2018-01-08 신 전자문서 유통체계 구축 용역_포뎁스_탐투스 지급

(주)포뎁스, 탐투스 주식회사

2018-01-08 사이버대피소 모의훈련을 위한 트래픽 발생서버및 IoT 기기 식별을 위한 DB서버 구매 지급

주식회사 대현정보기술

17,200,000

2018-01-08 17년 DNS 싱크홀 및 허니넷 시스템 운영환경 제공 용역_잔금_LG유플러스 지급

(주)엘지유플러스

20,354,400

2018-01-08 2017년도 인터넷주소자원(KRNIC)·인터넷거버넌스(KIGA)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_잔금_포뎁스 지급

(주)포뎁스

17,100,000

2018-01-08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방안 」 연구용역_(사)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지급

사단법인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2018-01-08 제2기 사이버보안전문단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_잔금_(주)올인원커뮤니케이션 지급

(주)올인원커뮤니케이션

11,154,000

2018-01-08 KISA 대중교통 (셔틀버스) 운영 용역 12월 정산대금 지급 지급

(주) 나라고속관광

16,438,400

2018-01-08 17-18년 근로자 파견 대행업체 선정 조달 수수료 납부 지급

조달청

2018-01-08 나주본원 시설관리 용역비 지급17년 12월분） 지급

(주)대림안전시스템

2018-01-08 2017년 4분기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지급의 건(푸르니보육지원재단)

지급

푸르니보육지원재단

91,960,000
6,604,270
52,020,140
24,420,000
126,000,000

23,358,000
127,800,000

6,900,000
138,000,000

8,685,000

5,007,370
55,345,000
5,700,000

2018-01-08 공공부문 IPv6 도입 컨설팅_잔금_에프레인 지급

(주)에프레인

2018-01-08 17년 인터넷 개인정보 노출대응 체계운영 및 시스템 기능개선 용역_잔금_아이티노매즈 지급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111,000,000

2018-01-08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회선 사업자 선정_4분기_에스케이브로드밴드_엘지유플러스_케이티(지로납부) 지급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195,279,280

2018-01-08 2017년 PC원격점검_12월_예스시큐리티컨설팅 지급

(주)예스시큐리티컨설팅

14,980,837

2018-01-08 2017년 118상담센터 운영_잔금_메타넷엠씨씨 지급

(주)메타넷엠씨씨

93,761,468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4,850,000

사단법인 스마트의료보안포럼, 건국대학교병원

14,625,000

2018-01-10 발신번호 변작 검사 관리 시스템 구축_잔금_상록아이엔씨 지급

(주)상록아이엔씨

21,000,000

2018-01-10 IoT 중소기업 육성 및 파트너십 구축지원 운영용역_잔금_컬처메이커스_앳스퀘어 지급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앳스퀘어

30,921,000

2018-01-10 ICT분쟁조정상담센터 운영용역_잔금_큐앤에이네트웍스 지급

주식회사 큐앤에이네트웍스

71,528,590

2018-01-10 IoT 보안 테스트베드 도구 및 장비 운영_잔금_글로벌텔레콤 지급

(주)글로벌텔레콤

21,597,781

2018-01-10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정 법령 등 번역 의뢰 지급

주식회사 아이시글로벌

2018-01-10 스마트 교통 취약점 분석 및 대응방안 개발_잔금_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

지급

2018-01-10 스마트 의료 취약점 점검 및 대응방안 개발_잔금_스마트의료보안포럼_건국대학교병원

지급

12,744,293

7,544,210

2018-01-10 IoT 서비스 보안 점검 및 시험 지원 용역_잔금_노르마_나일소프트 지급

(주)노르마, (주)나일소프트

27,600,000

2018-01-10 17년도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시스템 관리강화 용역_잔금_토피도 지급

토피도 주식회사

36,534,000

2018-01-10 IoT 보안 테스트베드 및 혁신센터 기술지원 용역_잔금_아이크래프트(주) 지급

아이크래프트(주)

72,588,000

2018-01-10 2017년도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홈페이지 기능개선 위탁용역_잔금_포뎁스 지급

(주)포뎁스

11,700,000

2018-01-10 IoT 융합보안 해외 기술·정책 동향 및 이슈 분석_잔금_넥스텔리전스 지급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2018-01-10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심포지엄 개최_잔금_올인원커뮤니케이션 지급

(주)올인원커뮤니케이션

2018-01-10 17년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인터넷접속 회선제공 용역_잔금_드림라인 지급

드림라인

2018-01-10 2017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용역_잔금_나이스알앤씨 지급

나이스알앤씨(주)

2018-01-10 스팸대응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개발 테스트 환경 구성을 위한 스위치허브 구매 지급

(주)우연시스템

2018-01-10 서울청사 전자서명인증센터 출입통제 & CCTV 이전 및 추가설치 지급

한국아이디정보주식회사

2018-01-10 경량환경의 암호 키관리 안전성 분석 기준 개발을 위한 참고표준문서 영한 번역 지급

(주)코랭스

2018-01-1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사례집 인쇄 신청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인쇄사업소

11,000,000

2018-01-1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인쇄 신청 지급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인쇄사업소

13,200,000

2018-01-10 구내식당 12월 조식 식대 지급 지급

두메푸드시스템주식회사

2018-01-10 2017년 IPv6 전용 시험망 인터넷 회선 사업자 선정_잔금_드림라인_케이아이엔엑스 지급

(주)케이아이엔엑스, 드림라인 주식회사

36,216,988

2018-01-10 2017년 개인정보보호 포털 기능개선 및 운영 용역_잔금_남선산업주식회사 지급

남선산업(주)

30,000,000

2018-01-10 2017년도 주요 침해사고 탐지 조치 대응 시스템 보안관제 위탁운영_잔금_에스케이인포섹 지급

에스케이인포섹(주)

20,460,000

2018-01-10 2017년도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강화 용역_잔금_포뎁스 지급

(주)포뎁스

21,000,000

2018-01-10 정보보호 범국민 인식제고 및 홍보 콘텐츠 개발_잔금_컬처메이커스 지급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정보보호 범국민 인식제고 및 홍보 콘텐츠 개발_잔금_컬처메이커스
55,935,000

2018-01-10 2017년도 인터넷주소 등록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위탁용역_12월분_엔에스컨설팅_아이위텍 지급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2018-01-10 2017년도 krDNS 및 제반시스템 개선 운영 위탁용역_12월분_엔에스컨설팅_아이위텍_뉴엔네트웍스 지급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주)뉴엔네트웍스

2018-01-10 2017년도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_대신정보통신_한국이디에스_아사달 지급

대신정보통신 주식회사, (주)한국이디에스, (주)아사달

2018-01-10 2017년 공공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고객만족도조사_선급금_리서치랩 지급

(주)리서치랩

2018-01-10 핀테크 서비스 마케팅 및 고도화 지원 컨설팅_잔금_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_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지급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2018-01-10 17년(장기계약1차)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운영환경 제공 용역_잔금_에스케이브로드밴드(고지서 18.1.12까지) 지급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2018-01-10 2017년 12월 가정의 날 행사 운영 지급

샬레코리아（주）

11,866,149

2018-01-10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기능 유지 및 보완_잔금_지오투정보기술 지급

(주)지오투정보기술

25,688,910

2018-01-10 인터넷주소센터 정보시스템 상황관제 위탁용역_잔금_아이씨티넷 지급

주식회사 아이씨티넷

42,163,540

2018-01-10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조직진단 위탁용역_잔금_한국능률협회컨설팅 지급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8-01-10 2017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 운영 용역_잔금_큐어넷 지급

큐어넷 주식회사

212,097,600

2018-01-10 공공부문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용역_잔금_아이티노매즈_핀시큐리티 지급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주)핀시큐리티시스템

105,300,000

2018-01-10 과기정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수준평가방법 개선(안) 마련_잔금_시큐어플러스(주) 지급

시큐어플러스(주), 영등포구청, 영등포세무서

44,300,000

2018-01-15 IoT 보안인증 도입방안 마련 및 시범구현 용역_잔금_(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4,650,000

지급

지급

8,400,000
8,448,000
53,136,000
267,300,000
9,200,000
14,300,000
6,370,000

8,696,100

92,250,000
96,174,000
128,040,000
11,017,500
27,390,000
633,600,000

33,132,000

2018-01-15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동향파악을 위한 번역료 지급의 건 지급

엔코라인

2018-01-15 IoT 보안테스트베드 확대 구축 용역_잔금_한컴엠디에스_쿤텍주식회사 지급

주식회사 한컴엠디에스, 쿤텍주식회사

2018-01-15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인쇄 신청 지급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상생복지회

2018-01-15 사이버보안인재센터 영상정보시스템 이전설치 지급

주식회사 랄토

2018-01-15 랜섬웨어 분석 및 대응을 위한 침해사고분석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자재 구매 지급

(주)엘피에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2018-01-15 부산지역 지능형 CCTV 성능 시험을 위한 원격 지원 프로그램 구매 지급

주식회사 유니온시스템즈

2018-01-15 서울청사 3층 ~ 4층 비품구매 지급

조달청, 다산에프엔아이

45,397,940

2018-01-15 두드림시스템 도서관리시스템 등 3건의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_잔금(전액)_시큐어플러스주식회사 지급

시큐어플러스(주)

34,800,000

2018-01-15 2017년 12월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지급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콤텍정보통신, (주)이글루시큐리티, 한국정보기술(주)
364,791,236

2018-01-15 17년 전자금융사기 대응시스템 운영환경 개선 및 관제 제공 용역_잔금_한국제이에스데이터시스템즈(주) 지급

한국제이에스데이터시스템즈(주)

2018-01-15 사물인터넷 중소기업 지원 정책 동향 분석 용역_잔금_FSH KOREA 지급

㈜에프에스에이치코리아

2018-01-15 2017년 KISA온라인 교육(스마트러닝)위탁 운영_잔금_인더스트리미디어 지급

(주)인더스트리미디어

2018-01-15 2017년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민원처리 및 시스템 운영 용역_잔금_아비도스_아이엔플(구, 에스아이시큐리티) 지급

(주)아비도스, (주)아이엔플

89,400,000

2018-01-15 정보수집개소 정보수집서버 기자재 구매 지급

(주)아이커머

18,961,800

2018-01-15 정보보호 클러스터 기업지원 휴게가구 및 소품 구매 지급

스와트퍼니처

5,317,000

2018-01-15 취약점 분석 환경 구성을 위한 방화벽 신규 구매 지급

(주)넷세이프

2018-01-15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활성화 기반 조사_잔금_프람트테크놀로지 지급

(주)프람트테크놀로지

2018-01-15 17년도 krDNS DDoS 대응 인터넷회선 사업자 선정 용역_잔금_드림라인 지급

드림라인 주식회사

2018-01-15 KISA 성과관리시스템 강화 및 관리 용역_잔금_케이에이치솔루션 지급

(주)케이에이치솔루션

2018-01-15 17년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운영 용역_잔금_블루데이타시스템즈_스크럼아이 주식회사 지급

（주）블루데이타시스템즈, 스크럼아이(주)

2018-01-15 공공분야 정보보호 적정인력 산정모델 수립 용역_잔금_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_재단법인한국종합경제연구원 지급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

2018-01-15 2017년도 종전부동산(플래티넘타워 12층)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_잔금_대한감정평가법인 지급

(주)대한감정평가법인

2018-01-15 2017년도 종전부동산(플래티넘타워 12층)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_잔금_하나감정평가법인 지급

하나감정평가법인

2018-01-15 인터넷침해대응시스템 이중화 안정성 관리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매 지급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주)녹색사랑

2018-01-15 ‘17년 사이버사기 검증·조치 및 대응 지원 용역_잔금_아이넷캅 지급

(주)아이넷캅

140,800,000

2018-01-15 2017년 『웹사이트 법규준수 모니터링 및 개선사업』용역_잔금_유앤피플 지급

(주)유앤피플

107,910,000

2018-01-15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 교육장 환경구축 인테리어 시공_잔금_경부산업 지급

(주)경부산업

2018-01-15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_잔금_중소기업중앙회((주)오더) 지급

중소기업중앙회

2018-01-15 침해사고 분석을 위한 기자재 구매 지급

(주)엘피에스

2018-01-15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부서 회의용 장비 등 구매

지급

5,370,000
222,460,000
10,978,000
7,480,000
19,536,000
5,500,000

40,740,000
7,920,000
6,930,000

5,000,000
14,240,000
184,377,600
6,300,000
115,500,000
22,664,361
6,710,000
7,400,000
21,657,000

78,431,890
101,930,000
8,450,000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9,804,600

2018-01-15 불법 스팸대응 시스템 정보자산 관리를 위한 기자재 구매의 건 지급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17,600,000

2018-01-15 불법스팸 간편신고 유형분류 확인 및 지능형 스팸차단 테스트 측정을 위한 기자재 구매 요청의 건 지급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5,181,000

2018-01-15 2017년 정보보호 클러스터 시설관리_잔금_에이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지급

(주)에이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8,832,000

2018-01-15 2017년 융합보안 산업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_잔금_에이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지급

(주)에이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17,567,550

2018-01-15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 교육장 추가 가구 구매 지급

조달청

22,564,180

2018-01-15 2017년 한국인터넷진흥원 망분리PC 도입

조달청

658,561,170

지급

2018-01-15 2017년 12월 파견근로자 위탁업무 대행비용 지급 지급

주식회사 제니엘

2018-01-16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조치 및 기술지원 용역사업 조달청 수수료 지급

조달청

50,191,642

2018-01-16 2018년 118사이버민원센터 용역 계약 조달 수수료(118상담센터 운영, PC원격점검)

조달청

2018-01-16 나주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지급

(주)대림안전시스템

55,345,000

2018-01-17 인터넷침해대응시스템 보안 및 안정화를 위한 기자재 구매의 건 지급

조달청, (주)뉴컴

28,556,113

2018-01-17 17년 실전형 사이버 훈련 운영 용역_잔금_코어시큐리티 지급

(주)코어시큐리티

40,619,700

2018-01-17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분석_잔금(국세체납)_역삼세무서(와이즈인포넷) 지급

역삼세무서

10,800,000

2018-01-17 스팸대응시스템 업무 강화 및 현장점검 지원을 위한 기자재 구매 요청의 건 지급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2018-01-18 사이버 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조사·분석 강화를 위한 피복 구매

트라이에코

2018-01-19 2018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조사원 교육 및 운영지원 용역_선급금_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협회

(사)개인정보보호협회

2018-01-19 2018 핀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_선급금_큐브커뮤니케이션 코리아

주식회사 큐브커뮤니케이션코리아

2018-01-19 17~18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운영환경 제공 조달수수료 지급 신청

조달청

2018-01-19 2018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운영 조달수수료 지급 신청

조달청

2018-01-19 융합보안 산업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_잔금 지급

디지털에볼루션

2018-01-22 18년도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 라이선스 갱신

조달청

169,712,010

2018-01-23 2018년도 핀테크 서비스 보안성 강화_선급금_아홉_코어스넷

유한회사 아홉, (주)코어스넷

304,150,000

2018-01-23 2018년도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출입통제(특수경비) 보안강화 추진_선급금_위드플러스시스템

주식회사위드플러스시스템

40,586,700

7,980,030
9,677,550

5,010,000
20,000,000
90,681,815
171,500,000
11,195,290
6,872,120
18,000,000

2018-01-23 2018년도 신문뉴스 스크랩 대행 용역_선급금_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주)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24,393,600

2018-01-23 2018년 사이버사기 대응 시스템 운영환경 및 서비스 제공 용역_선급금_한국제이에스데이터

한국제이에스데이터시스템즈(주)

26,221,143

2018-01-23 '18년 보호나라 & KrCERT 홈페이지 운영용역_선급금_아비도스

(주)아비도스

40,326,904

2018-01-23 불법스팸 사실조사용 휴대 단말기 구매의 건

(주)한빈아이티

2018-01-26 '18년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인터넷접속용 회선 제공 용역_선급금_KT_LGU+

주식회사 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2018-01-26 심전도를 이용한 텔레바이오인식 인증기술 과제의 저작권 확보를 위한 국제 특허 출원 비용 지급신청

현신 특허법률사무소

2018-01-26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원 미화 보안관리용역 대금（18년 1월분, 7회차）

크린관리 주식회사

2018-01-26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용역_선급금_오더

(주)오더

2018-01-26 2018년도 정보보호 클러스터 시설관리_선급금_에이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주)에이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2018-01-26 2018년 웹하드업체 보안실태 점검 용역_선급금_한국아이티평가원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54,481,000

2018-01-30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체계 운영 및 민원처리 용역_선급금_블루데이타시스템즈

（주）블루데이타시스템즈

182,182,000

2018-01-31 2018년 1월 청구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장애인고용공단전남지사

2018-02-02 18년 맞춤형 전용백신 제작 용역_선급금_잉카인터넷

(주)잉카인터넷

175,000,000

2018-02-02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조치 및 기술지원 용역_선급금_에프원시큐리티_블루데이타시스템즈

주식회사 에프원시큐리티, （주）블루데이타시스템즈

674,800,000

2018-02-02 2018년 웹취약점 점검 및 웹보안도구 보급 용역_선급금_에프원시큐리티

주식회사 에프원시큐리티

121,800,000

2018-02-06 플레티넘타워 배연창 구동설비 교체공사 대금 지급

(주)명신화이어이엔지

2018-02-06 악성코드 탐지 및 치료체계 시스템 회선ㆍ상면서비스 구축 용역_선급금_씨디네트웍스

(주)씨디네트웍스

2018-02-09 2018년도 주요 침해사고 탐지 조치 대응 시스템 보안관제_선급금_에스케이인포섹

에스케이인포섹(주)

2018-02-09 2018 핀테크 특화 인력양성 교육 위탁용역_선급금_한국핀테크산업협회_한국능률협회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한국능률협회

2018-02-09 생체신호 인증메커니즘 성능측정도구 개발 용역_잔금_리턴트루

주식회사리턴트루

14,250,000

2018-02-09 나주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지급(18년 1월분)

(주)대림안전시스템

44,984,000

2018-02-09 침해사고 분석용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컴윈테크

2018-02-13 2018년 1월 ICT분쟁조정상담센터 운영 용역_잔금_큐앤에이네트워크

주식회사 큐앤에이네트웍스

19,869,050

2018-02-13 2018년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 시스템 운영 용역 1월 대가 지급

(주)씨디네트웍스

19,800,000

2018-02-13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2018년 1월분 복합기 렌탈료

아인네트웍스

22,957,507

2018-02-13 2018년도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_1월분_글로벌텔레콤

(주)글로벌텔레콤

13,573,699

2018-02-13 2018년도 인터넷주소 등록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위탁용역_1월분_엔에스컨설팅_아이위텍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90,830,000

2018-02-13 2018년도 krDNS 및 제반시스템 개선 운영 위탁용역_1월분_엔에스컨설팅_아이위텍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97,500,000

2018-02-13 2018년 DNS 싱크홀 및 허니넷 시스템 운영환경 제공 용역_선급금_엘지유플러스

(주)엘지유플러스

29,780,520

2018-02-20 2018년 1월 스팸신고 수동분배 및 신고처리 결과분석 용역

(주)아이엔플

2018-02-21 구내식당 1월 직원 및 퇴사자(권순성,이중엽,유대훈) 식대 정산금(급여공제) 지급

두메푸드시스템

2018-02-23 2018년도 전자문서유통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운영 위탁 용역_선급금_토피도

토피도 주식회사

2018-02-23 2018년 PC원격점검 용역 대금 1월분

(주)예스시큐리티컨설팅

2018-02-23 2018년 1월 구내식당 조식 식대 지급

두메푸드시스템(주)전라남도지점

2018-02-23 2018년도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_1월분_대신정보통신_한국이디에스_아사달

대신정보통신 주식회사, (주)한국이디에스, (주)아사달

2018-02-23 2018년도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강화 용역_선급금_포뎁스

(주)포뎁스

2018-02-23 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발신번호 변작 현장검사 지원 용역_선급금_디플랫폼

(주)디플랫폼

2018-02-23 모바일 결제사기 통합대응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고도화 제작 용역_잔금_루테스

주식회사 루테스

16,230,000

2018-02-23 2018년 설날명절 선물 지급의 건

(주)인터파크 비즈마켓

61,269,320

2018-02-23 전자문서 유통허브 운영 PC 구매

조달청

2018-02-28 2018년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분석 용역_선급금_스트라베이스

(주)스트라베이스

2018-02-28 아이핀 연계시스템 기능강화 및 운영 용역_선급금_브이웍스

주식회사 브이웍스

177,100,000

2018-02-28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운영 용역_선급금_유앤피플

(주)유앤피플

245,000,000

2018-02-28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원 미화 보안관리용역 대금 지급(18년 2월분, 8회차）

크린관리 주식회사

54,538,906

2018-02-28 2018년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시스템 관리강화 용역_선급금_토피도

토피도 주식회사

88,412,870

2018-02-28 18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 운영 용역_1월분_아이티노매즈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68,708,333

2018-02-28 KISA 대중교통(셔틀버스) 운영 용역 1월 정산대금 지급

(유) 예향고속관광

15,510,300

2018-02-28 2018년 118상담센터 운영 용역비 대금 1월분

(주)메타넷엠씨씨

2018-02-28 대국민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제공 용역_1월분_아이티노매즈_핀시큐리티시스템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018-02-28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구매수요정보 조사 용역_선급금_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8-02-28 18년(장기계약2차)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운영환경 제공 용역_선급금_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2018-03-06 인증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용역_선급금_케이브레인컴퍼니

케이브레인컴퍼니

2018-03-06 2018년도 보안인증지원단 워크숍 개최 추진

(주)서브원

2018-03-06 2018년 정보보호 시장연계형 초청연수 운영대행 용역_선급금_더웰컴

주식회사 더 웰컴

52,234,000

2018-03-06 지능형 CCTV 해외, 국방용 동영상 촬영 및 디지털화 용역_잔금_마커스미디어

마커스미디어

46,200,000

2018-03-06 지능형 CCTV 성능 시험평가용 실환경 DB 구축 용역_잔금_한국기업지식연구원

한국기업지식연구원 주식회사

2018-03-06 2018년 1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기능개선 및 운영 용역비 지급

남선산업(주)

2018-03-06 2018년 1분기 신입직원 교육 기획 및 운영_선급금_(사)한국능률협회

(사)한국능률협회

15,200,500

2018-03-08 나주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지급(’18년도 2월분)

(주)대림안전시스템

41,740,000

2018-03-12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분석용 단말기 및 기자재 구매

(주)아이팩타운

2018-03-12 지능형 CCTV 시험도구 기능확대 및 시험연동 용역_잔금 _재영소프트

주식회사 재영소프트

2018-03-12 모바일 결제사기 R&D 과제 최종 개발 결과물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특허 출원 비용 지급신청

특허법인 가산

2018-03-12 2018년도 인터넷주소 등록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위탁용역_2월분_엔에스컨설팅_아이위텍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90,830,000

2018-03-12 2018년도 krDNS 및 제반시스템 개선 운영 위탁용역_2월분_엔에스컨설팅_아이위텍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97,500,000

2018-03-12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테스트랩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주식회사 두루행복

2018-03-12 K-Shield 교육훈련용 서버가상화 라이선스 갱신

(주)넷월드코리아

10,670,000

2018-03-12 시큐어코딩 점검도구 SW 구매

조달청

29,860,380

2018-03-12 정보보호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_선급금_에이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주)에이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64,599,150

2018-03-12 2018년도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반 구축 사업 1사분기 참여기관 사업비 지급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40,000,000

2018-03-15 2018년도 클라우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인증평가 지원(1차)_선급금_핀시큐리티시스템

(주)핀시큐리티시스템

92,000,000

2018-03-15 구내식당 ＇18년 2월 직원 식대 정산분 급여공제 및 지급

두메푸드시스템

2018-03-20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 모니터링 및 개선 용역_선급금_유앤피플

(주)유앤피플

403,550,000

2018-03-20 2018년 2월 스팸신고 수동분배 및 신고처리 결과분석 용역 대금

(주)아이엔플

8,002,500

2018-03-20 침해사고 분석 및 분석 시험 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아이팩타운

8,697,000

2018-03-20 2018년 2월 구내식당 조식 식대 지급

두메푸드시스템(주)전라남도지점

6,732,000

2018-03-20 2018년 2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기능강화 및 운영 용역비 지급

남선산업(주)

9,750,000

2018-03-20 서울청사 10층 시스템칸막이 설치

조달청

2018-03-20 2018년 ICT분쟁조정상담센터 운영 용역_선급금_큐앤에이네트웍스

주식회사 큐앤에이네트웍스

2018-03-20 2018년도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_2월분_글로벌텔레콤

(주)글로벌텔레콤

23,753,315

2018-03-22 2018년 2월 PC원격점검 용역 대금

(주)예스시큐리티컨설팅

14,980,833

2018-03-22 KISA 대중교통(셔틀버스) 운영 용역 2월 정산대금 지급

유한회사 예향고속관광

15,510,300

2018-03-22 2018년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 시스템 운영 용역 2월 대가 지급

(주)씨디네트웍스

19,800,000

2018-03-22 18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 운영 용역_2월분_아이티노매즈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68,708,333

2018-03-22 2018년 118상담센터 운영 용역비 대금 2월분

(주)메타넷엠씨씨

93,761,462

2018-03-22 사이버보안인재센터 융합보안교육장 가구 구매

조달청

2018-03-22 2018년도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_2월분_대신정보통신주식회사_(주)아사달_(주)한국이디에스

대신정보통신 주식회사, (주)한국이디에스, (주)아사달

10,887,800
158,844,000
14,517,562
54,836,159
447,772,931
65,765,000

14,177,520

5,019,509
323,400,000
39,480,000
261,660,000

6,094,000

8,002,500
8,563,500
159,600,000
14,980,833
9,477,600
128,040,000
49,700,000
102,900,000

7,317,690
37,940,000

93,761,462
128,250,000
35,000,000
950,400,000
33,040,000
5,967,500

8,580,000
9,750,000

5,830,000
58,500,000
9,051,500

6,290,500

14,665,500

5,779,030
161,949,289

14,219,550
128,040,000

2018-03-22 2018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운영시스템 인프라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_선급금_주식회사 도연시스템즈

주식회사 도연시스템즈

2018-03-22 대국민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제공 용역_2월분_아이티노매즈_핀시큐리티시스템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주)핀시큐리티시스템

18,201,850

2018-03-27 2018년도 종전부동산(동아타워 2층) 매각을 위한 재감정 평가_잔금_프라임감정평가법인(주)

프라임감정평가법인(주)

7,700,000

2018-03-27 2018년도 종전부동산(동아타워 2층) 매각을 위한 재감정 평가_잔금_가람감정평가법인

(주)가람감정평가법인

7,700,000

2018-03-27 118상담센터 망분리에 따른 추가 자산 구매의 건

(주)엘피에스, 조달청

2018-03-27 2018년 1~2월 파견근로자 위탁업무 대행비용 지급

주식회사 제니엘

79,030,843

2018-03-27 2018년 블록체인 TechBiz 컨퍼런스 개최 및 운영_선급금_(주)메가뉴스

(주)메가뉴스

33,061,000

2018-03-27 118상담센터 망분리 업무용PC 추가 구매의 건

조달청

42,359,760

2018-03-27 최정예 및 산업보안 교육장 가구 구매

다산에프엔아이, 조달청

13,868,030

2018-03-27 맞춤형 개인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BPR-ISP 수립 지원 용역_선급금_한국아이티컨설팅_에이아이_매그넷

주식회사 한국아이티컨설팅, (주)매그넷, 주식회사 에이아이

77,000,000

2018-03-27 EU 적정성 승인에 따른 효과 조사 및 분석 추진_선급금_(주)글로벌리서치

(주)글로벌리서치

27,300,000

2018-03-27 K-Shield 교육훈련용 VDA 라이선스 구매

(주)넷월드코리아

2018-03-27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원 미화 보안관리용역 대금（18년 2~3월분, 9회차）

크린관리 주식회사

2018-03-27 2018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용 기자재（PC）구매

조달청

2018-03-27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장 천정형 모니터(TV) 구매

(주)엘피에스

2018-03-27 웹취약점 점검 엔진 라이선스 갱신을 위한 라이선스(1식) 구매

주식회사 시큐원

2018-03-27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테스트랩 트레픽시험 환경구성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소나타시스템즈

2018-03-27 IoT 디바이스 보안 취약점 정보 검색 과제의 저작권 확보를 위한 국제 특허 출원 등 비용 납부

특허법인 가산

2018-03-27 18년도 인증제도 운영업무 용역_선급금_씨드젠

(주)씨드젠

67,001,347

2018-03-30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2018년 2월분 복합기 렌탈료

아인네트웍스

25,668,840

2018-03-30 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지표별 실적 점검 및 검토를 위한 전문가 활용비 지급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8-03-30 201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용역_선급금_소만사

(주)소만사

2018-03-30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가구 구매

메이크오피스

2018-04-03 사이버 블랙박스 및 CTI R&D과제 특허비용(2018년 3월)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세원

2018-04-03 2018년 통합보안관제 교육 실습 환경 지원_선급금_이글루시큐리티

(주)이글루시큐리티

21,344,400

2018-04-03 2017년 회계연도 회계결산 감사수수료 지급_안세회계법인

안세회계법인

20,000,000

2018-04-03 2018년도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사업비지급 (3월)

(주)글로벌텔레콤

26,299,041

2018-04-05 「2018년 정보보호 해커톤」 운영 위탁용역_선급금_올인원커뮤니케이션

(주)올인원커뮤니케이션

26,334,000

2018-04-05 2018년도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사무국 운영 용역 _선급금_(주)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주)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2018-04-05 17년~18년 krDNS DDoS 대응 인터넷회선 사업자 선정_선급금_드림라인

드림라인 주식회사

2018-04-05 나주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지급(’18년도 3월분）

(주)대림안전시스템

2018-04-05 18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관리강화 사업_선급금_대보정보통신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

1,848,655,875

2018-04-05 18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관리강화 사업_선급금_콤텍정보통신

(주)콤텍정보통신

1,109,193,525

2018-04-05 18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관리강화 사업_선급금_이글루시큐리티

(주)이글루시큐리티

369,731,175

2018-04-05 18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관리강화 사업_선급금_한국정보기술

한국정보기술(주)

369,731,175

2018-04-05 정보통신시설 정보보호 행사 개최 지원 용역_선급금_해울디자인

주식회사 해울디자인

38,638,600

2018-04-05 정보보호 공시제도 모니터링 점검단 운영 용역_선급금_(주)에이스솔루션

(주)에이스솔루션

39,900,000

2018-04-05 제24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컨퍼런스(NETSEC-KR 2018) 개최 지원

한국정보보호학회

20,000,000

2018-04-06 2018년도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반 구축 사업 2사분기 참여기관 사업비 지급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30,000,000

2018-04-10 「2018년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창업, 사업화 지원」 위탁용역_선급금_(주)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주)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48,090,000

2018-04-10 2018년 전자정부 정보보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분석 용역_선급금_넥스텔리전스(주)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39,900,000

2018-04-10 나주본원 책상등 비품구매(20180206)

조달청, 탈렌토 퍼니쳐

9,053,980

2018-04-10 제11회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문제지 인쇄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상생복지회

2018-04-10 2018년 온라인광고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위탁용역_선급금_(사)한국온라인광고협회

(사)한국온라인광고협회

81,270,000

2018-04-10 18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 운영 용역 3월분_아이티노매즈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68,708,333

2018-04-10 2018년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 시스템운영 용역 3월

(주)씨디네트웍스

2018-04-12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컨설팅 및 안전성 검증 지원 용역_선급금_안랩_SK인포섹

주식회사 안랩, 에스케이인포섹(주)

2018-04-12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2018년 3월분 복합기 렌탈료

아인네트웍스

24,933,016

2018-04-12 2018년도 인터넷주소 등록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위탁용역_3월분_엔에스컨설팅_아이위텍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90,830,000

2018-04-12 2018년도 krDNS 및 제반시스템 개선 운영 위탁용역_3월분_엔에스컨설팅_아이위텍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97,500,000

2018-04-12 2018년도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정보보호 취창업 캠프 및 시상식 지원_선급금_올인원커뮤니케이션

(주)올인원커뮤니케이션

25,025,000

2018-04-12 18년도 성능평가 제도 운영업무 용역_선급금_조은아이앤에스

(주)조은아이앤에스

29,277,818

2018-04-12 사업자, 이용자 대상 위치정보 교육 개발 및 운영 용역_선급금_비앤트리코리아

비앤트리코리아(주)

37,660,000

2018-04-17 무설치 방식의 대안 서비스 도출_선급금_(주)모바일센

모바일센 주식회사

102,200,000

2018-04-17 2018년 3월 구내식당 조식 식대 지급

두메푸드시스템(주)전라남도지점

2018-04-17 2018년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용역_선급금_마크밀엠브레인

(주)마크로밀엠브레인

2018-04-17 2018년 3월 PC원격점검 용역 대금

(주)예스시큐리티컨설팅

14,980,833

2018-04-17 2018 사이버 위협 동향 분석 용역 _선급금_반더스시큐리티

반더스 시큐리티

47,740,000

2018-04-17 전산장비 포트락 구매

(주)엘피에스

2018-04-17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인력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 용역_선급금_ERK솔루션

ERK솔루션

2018-04-17 2018년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실태 검사 지원 용역_1분기_핀시큐리티

(주)핀시큐리티시스템

116,375,000

2018-04-17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관련 교육 컨설팅 용역_선급금_포유시큐리티_컬쳐메이커스

주식회사 포유씨큐리티,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103,021,996

2018-04-17 2018년 118상담센터 운영 용역비 대금 3월분

(주)메타넷엠씨씨

93,761,462

2018-04-17 사이버보험 포럼 운영 및 정책이슈 발굴용역_선급금_(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20,790,000

2018-04-17 2018년 통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심사원 교육 운영_선급금_(사)한국CPO포럼_(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사)한국씨피오포럼,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67,914,000

2018-04-17 악성앱 분석 소프트웨어 구매

주식회사 두루행복

10,527,000

2018-04-17 2018년 1분기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지급의 건（푸르니보육지원재단）

푸르니보육지원재단

6,129,000

2018-04-20 2018년 3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기능강화 및 운영 용역비 지급

남선산업(주)

9,750,000

2018-04-20 2018년 3월 스팸신고 수동분배 및 신고처리 결과분석 용역 대금

(주)아이엔플

2018-04-20 KISA 대중교통(셔틀버스) 운영 용역 3월 정산대금 지급

유한회사 예향고속관광

2018-04-20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모의침투 훈련 등 정보보호 기술지원 용역_선급금_에이쓰리시큐리티

(주)에이쓰리시큐리티

240,278,500

2018-04-20 2018년도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_3월분_대신정보통신_한국이디에스_아사달

대신정보통신 주식회사, (주)한국이디에스, (주)아사달

128,050,000

2018-04-20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중요문서 보안운송 용역_1회차_발렉스

주식회사 발렉스

2018-04-20 보안위협 정제를 위한 분석환경 구축용 기자재 구매

(주)엘피에스, 조달청

2018-04-20 GPS기반 시간동기화 장비(GPS NTP) 구매

(주)제니스텍

14,762,000

2018-04-20 통합 정보보호 관리체계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_선급금_씨드젠

(주)씨드젠

38,500,000

2018-04-20 2018년 전자정부 정보보호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_선급금_컬처메이커스_노브레이크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주)노브레이크

53,761,400

2018-04-20 불법스팸 민원처리시스템 망분리에 따른 OA 구매건

조달청

25,139,550

2018-04-20 2018년 온라인 교육(스마트 러닝) 위탁 운영_선급금_인더스트리미디어

(주)인더스트리미디어

15,400,000

2018-04-24 APISC 침해사고대응 초청교육 개최 용역 운영_선급금_컨빈코리아

주식회사 컨빈코리아

72,779,000

2018-04-24 2018년 1월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_자산유지보수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

10,986,800

2018-04-24 정보보호 클러스터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기자재 구입

조달청,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2018-04-24 랜섬웨어 분석 환경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아이티스톤

2018-04-24 불법스팸 민원처리시스템 별도망 구성에 따른 기자재 구매

조달청

2018-04-26 구내식당 3월 직원식대 정산금(급여공제) 지급

두메푸드시스템

2018-04-26 2018년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실증 및 보안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신청(캡소프트)

캡소프트

128,250,000

9,997,240

9,948,400
54,643,736
209,148,270
6,600,000
7,469,000
19,900,000
6,445,844

13,200,000
176,400,000
17,000,000
9,837,500

61,950,000
430,214,400
45,564,000

7,700,000

19,800,000
178,178,000

6,870,600
123,900,000

6,070,000
55,440,000

8,002,500
16,830,300

6,648,000
8,782,480

8,094,530
17,560,000
8,324,710
9,085,500
172,865,000

2018-04-26 2018년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실증 및 보안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신청(지넥슨)

지넥슨

2018-04-26 2018년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실증 및 보안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신청(에스지에이솔루션즈)

에스지에이솔루션즈

175,000,000

98,000,000

2018-04-26 2018년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실증 및 보안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신청(아이오트러스트, 지란지교시큐리티)

아이오트러스트, 지란지교시큐리티

169,145,900

2018-04-26 2018년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실증 및 보안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신청(퓨쳐누리)

퓨쳐누리

2018-04-26 2018년 1월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콤텍정보통신, (주)이글루시큐리티, 한국정보기술(주)
307,504,297

2018-04-26 2018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정보시스템 정보보호 고도화 위탁용역_선급금_에스케이인포섹(주)

에스케이인포섹(주)

2018-04-26 2018년 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1차 선급금 지급 - 1

(주)파수닷컴, (주)트리니티소프트, 주식회사 이지스텍

44,100,000

2018-04-26 2018년 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1차 선급금 지급 - 2

더존비즈온, 주식회사 윈스, 시큐레이어

50,400,000

2018-04-26 2018년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실증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신청(에잇바이트)

에잇바이트

90,650,000

2018-04-26 중국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동향 조사 및 세미나 개최 지원 용역_선급금_(주)지엔컨설팅코리아

(주)지엔컨설팅코리아

2018-04-26 대국민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제공 용역_3월분_아이티노매즈_핀시큐리티시스템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018-04-26 2018년 정보보호 진출 전략국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요청의 건(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인증

2018-04-26 사이버 위협 인테리전스 분석 및 공유 기능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센터 기자재 구매

(주)엘피에스, 조달청, (주)녹색사랑

2018-04-27 IoT 해외 로드쇼 운영 용역_선급금_한국기업지식연구원(주)

한국기업지식연구원 주식회사

2018-05-03 2018년 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1차 선급금 지급 - 3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에어큐브, 주식회사 센스톤

44,100,000

2018-05-03 '18년도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지원센터 위탁운영 용역_선급금_포뎁스

(주)포뎁스

47,600,000

2018-05-03 국가용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보호프로파일 마련 용역_선급금_한국시스템보증(주)

한국시스템보증(주)

27,160,000

2018-05-03 나주청사 미화·보안 관리용역비 지급(’18년 3~4월분)

크린관리 주식회사

2018-05-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및 진단원 양성과정 운영 용역_선급금_컬처메이커스_오픈이지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주식회사 오픈이지

2018-05-03 2018년 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1차 선급금 지급 - 4

이글루시큐리티, 기원테크, 엠시큐어, 이와이엘

56,700,000

2018-05-03 2018년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용역_선급금_씨드젠_행일미디어

(주)씨드젠, (주)행일미디어

61,600,000

2018-05-03 경기지역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재직자 대상 정보보호 전문교육 수행 용역_선급금_씨드젠

(주)씨드젠

2018-05-03 전자정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모바일앱 검증 지원 용역_선급금_파수닷컴

(주)파수닷컴

2018-05-03 2018 한국인터넷백서 위탁용역_선급금_명진씨앤피

주식회사 명진씨앤피

57,827,000

2018-05-03 2018년 국가정보보호백서 인쇄 신청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22,387,710

2018-05-03 개인정보대응팀 업무수행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녹색사랑

2018-05-03 2018년 2월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_자산유지보수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

2018-05-03 2018년 정보보호 진출 전략국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의 건(더존비즈온)

더존비즈온

17,500,000

2018-05-03 2018년 정보보호 진출 전략국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 신청의 건(굿컨설팅그룹)

굿컨설팅그룹

18,900,000

2018-05-03 2018년도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사업비지급 (4월)

(주)글로벌텔레콤

25,450,685

2018-05-03 2018년 4월분 복합기 렌탈료

(주)유에스엠

13,466,660

2018-05-08 2018년 2월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콤텍정보통신, (주)이글루시큐리티, 한국정보기술(주)
307,504,297

2018-05-08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업무지원 용역_선급금_다루소프트

(주)다루소프트

37,056,726

2018-05-08 2018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교육_선급금_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_한국CPO포럼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사)한국씨피오포럼

62,370,000

2018-05-08 2018년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시스템 운영 용역_선급금_한국전자인증

한국전자인증주식회사

31,220,000

2018-05-08 나주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지급(’18년도 4월분）

(주)대림안전시스템

47,165,000

2018-05-08 나주본원 및 서울청사 사이니즈 교체작업 등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상생복지회

2018-05-08 본원 인터넷주소센터 상황실 근무 환경 개선

주식회사 에코공조

9,700,000

2018-05-08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테스트랩 트레픽 시험용 기자재 구매

(주)소나타시스템즈

19,900,000

2018-05-08 개인정보대응팀 업무수행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녹색사랑

5,420,000

2018-05-08 취약점 탐지 및 분석·점검 소프트웨어 구매

(주)엘피에스

8,680,000

2018-05-08 신 전자문서 유통체계 테스트베드 운영 기자재 구매

아이티스정보통신(즈)

2018-05-08 해외 데이터 유통·활용 제도조사 용역_선급금_다래나무

다래나무 주식회사

2018-05-10 클라우드 사업자 이용자 대상 보안 교육 용역_선급금_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2018-05-10 18년 실전형 사이버훈련장(Security-Gym) 훈련과정 개선 및 진행 용역_선급금_코어시큐리티

(주)코어시큐리티

129,629,500

2018-05-10 2018년 핀테크 관련 글로벌 FIDO 시험인증 인프라 조성 사업 (선급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45,000,000

2018-05-10 2018년 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1차 선급금 지급 - 5

인정보, 지니언스

2018-05-15 IoT 제품·서비스 보안성 검증 및 컨설팅 수행_선급금_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18-05-15 클라우드보안관리팀 망분리로 인한 모니터 구매

조달청

2018-05-15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정보보호제품군 유지보수 추진

(주)아이티스톤

19,200,000

2018-05-15 2018년 정보보호 취업박람회 개최용역_선급금_인사만사_제이비컴

주식회사 인사만사, 주식회사 제이비컴

92,400,000

2018-05-16 2018년 3월 파견근로자 위탁업무 대행비용 지급

주식회사 제니엘

2018-05-16 정보통신회선 18년 1분기 비용 지급신청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식회사 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2018-05-16 '2018 국내외 LBS 산업 동향 및 실태조사' 용역사업 선급금 지급

(주)날리지리서치그룹

65,100,000

2018-05-16 2018년 공공 민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용역_선급금_컬처메이커스

주식회사 컬처메이커스

31,584,000

2018-05-16 2018년 인터넷주소 등록관리시스템 4월 용역대금 지급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90,830,000

2018-05-16 2018년 krDNS 제반시스템 4월 용역대금 지급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97,500,000

2018-05-16 2018년 인터넷 정보보호 이슈 발굴 및 분석 위탁용역_선급금 지급(씨앤엘 컨설팅)

주식회사 씨앤엘컨설팅

56,525,000

2018-05-16 사이버사기 대응 업무환경 개선 기자재 및 전산소모품 구매

(주)엘피에스, (주)녹색사랑

7,787,000

2018-05-16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아이팩타운

7,198,000

2018-05-16 사이버 위협 인테리전스 분석 및 공유 기능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센터 분석용 기자재 구매

주식회사 컴윈테크

2018-05-16 2018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포렌식 교육과정 실습을 위한 디스크 증거분석 도구 구매

주식회사 비알인포텍

2018-05-16 2018년 4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기능강화 및 운영 용역비 지급

남선산업(주)

2018-05-17 2018년 118상담센터 운영 용역비 대금 4월분

(주)메타넷엠씨씨

2018-05-17 '18년 4월 인터넷주소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대금 지급

대신정보통신 주식회사, (주)한국이디에스, (주)아사달

2018-05-17 2018년 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1차 선급금 지급 - 6

시큐브, 웨어밸리, 한드림넷

2018-05-17 2018년 4월 스팸신고 수동분배 및 신고처리 결과분석 용역 대금

(주)아이엔플

2018-05-17 2018년 4월 구내식당 조식 식대 지급

두메푸드시스템(주)전라남도지점

2018-05-17 2018년 4월 PC원격점검 용역 대금

(주)예스시큐리티컨설팅

14,980,833

2018-05-17 KISA 대중교통(셔틀버스) 운영 용역 4월 정산대금 지급

유한회사 예향고속관광

14,355,150

2018-05-17 자기학습형 사이버 면역 기술 개발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아이팩타운

2018-05-17 2018년 3월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콤텍정보통신, (주)이글루시큐리티, 한국정보기술(주)
307,504,297

2018-05-18 2018년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실증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신청(비아이큐브, 시큐리티플랫폼)

비아이큐브, 시큐리티플랫폼

2018-05-18 구내식당 4월 직원식대 정산금(급여공제) 지급

두메푸드시스템

2018-05-25 IoT 보안테스트베드 운영 및 기술지원 용역_선급금_아이크래프트

아이크래프트(주)

189,000,000

2018-05-25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 신청의 건

주식회사 에프원시큐리티

685,300,000

2018-05-25 경기지역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 용역 선급금 지급의 건

(주)나무시큐리티

83,699,000

2018-05-25 18년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24시간 운영 용역 4월분_아이티노매즈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68,708,333

2018-05-25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용역 선급금 지급

(주)상상앤컴퍼니

33,227,810

2018-05-25 2018년 정보보호산업 동향 분석 용역 선급금 지급의 건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20,860,000

2018-05-25 2018년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 시스템 운영 용역 4월 대가 지급

(주)씨디네트웍스

2018-05-25 대국민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제공 용역_4월분_아이티노매즈_핀시큐리티시스템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018-05-25 개인정보보호 기금 도입 방안 연구 용역 선급금 지급 신청

사단법인 재정성과연구원

15,281,000

2018-05-25 양자내성암호 스킴의 하드웨어 구현 및 성능개선 방안 연구 선급금 지급신청

주식회사 스마트엠투엠

31,185,000

2018-05-25 정보보호 클러스터 기획, 테스트 베드 운영, 시연환경 마련을 위한 기자재 및 소모품 구매

(주)한빈아이티

2018-05-25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점검 등 정보보호 수준강화 지원_선급금_에스케이인포섹_이글루시큐리티_윈스

에스케이인포섹(주), (주)이글루시큐리티, 주식회사 윈스

88,200,000

256,200,000

30,800,000
128,250,000
19,600,000
19,318,670
175,000,000

55,170,585
108,415,999

38,500,000
426,580,000

5,780,000
5,469,200

9,842,800

6,294,000
29,279,600
47,740,000

25,200,000
241,500,000
7,021,180

41,855,753
196,039,450

7,169,800
26,378,000
9,750,000
93,761,462
128,040,000
56,700,000
8,002,500
6,715,500

7,631,000

172,900,000
11,191,500

19,800,000
128,250,000

8,599,000
536,690,000

2018-05-25 IPv6 종합지원센터 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선급금 지급신청

(주)인재아이엔씨

2018-05-25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시범검증 및 신규제품 평가 방법론 개발 용역 추진 선급금 지급신청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9,480,000

2018-05-25 제3회 아시아태평양 인터넷거버넌스 아카데미 운영대행 용역_선급금_인텔리전스

주식회사 인텔리전스

63,000,000

2018-05-25 지능정보기술기반 분석체계 구축을 위한 보안데이터 정제용 기자재 구매

(주)녹색사랑,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주식회사 두루행복, 조달청

13,398,000

2018-05-25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업무수행을 위한 기자재 구매

(주)녹색사랑, 조달청

11,954,720

2018-05-25 암호모듈검증(KCMVP) 시험실 출입보안 장치 구매

한국아이디정보주식회사

2018-05-25 2018년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용역 선급금

(주)케이씨에이

205,590,000

2018-05-25 범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홍보 콘텐츠 개발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매스씨앤지

103,695,000

2018-05-25 2018년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 동향 조사 및 분석 용역 선급금 지급신청의 건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16,730,000

2018-05-25 해외 주요기반보호 등 사이버보안법제 비교법 연구 용역 선급금 지급신청의 건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34,650,000

2018-05-25 나주청사 미화보안 괸리용역 용역대금 지급(18년 04-05월분)

크린관리 주식회사

54,027,343

2018-05-25 서울청사 평가회의실 노후기자재 교체 구매

조달청

11,036,320

163,100,000

10,450,000

2018-05-25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 보안 컨설팅 및 교육 용역_선급금(4대보험 및 국세 체납)_시큐어플러스_영등포세무서_국민건강보험공단
시큐어플러스(주), 영등포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65,100,000

2018-05-25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2018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용역 선급금 지급 신청

(주)글로벌리서치

41,580,000

2018-05-25 신규직원 입사에 따른 기자재 구매

조달청

11,307,710

2018-05-25 암호모듈검증(KCMVP) 시험 환경 구축을 위한 추가 조달 구매

조달청

2018-05-29 데이터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등의 개선 방안 연구 용역_선급금_개인정보보호법학회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25,136,363

2018-05-29 핀테크 서비스 고도화 지원 컨설팅 위탁용역 추진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큐브커뮤니케이션코리아

66,500,000

2018-05-29 2018년도 핀테크 API개발 지원사업 <1차공모> 선급금 지급 (더재무컨설팅)

더재무컨설팅

13,239,607

2018-05-29 2018년도 핀테크 API개발 지원사업 <1차공모> 선급금 지급 (집펀드)

집펀드

13,650,000

2018-05-29 취약점 정보 종합 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 선급금 지급

(주)상록아이엔씨

53,200,000

2018-05-29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기능유지 및 보완 용역 선급금 지급

(주)지오투정보기술

88,550,000

2018-05-29 2018년도 핀테크 API개발 지원사업 <1차공모> 선급금 지급 (턴온아이엔씨)

턴온아이엔씨

13,895,000

2018-05-29 2018년도 핀테크 API개발 지원사업 <1차공모> 선급금 지급 (바른앱)

바른앱

13,958,350

2018-05-29 IoT혁신센터 내 기업지원 공간 시설 개선

조달청

9,833,810

2018-05-29 불법스팸 민원처리시스템 별도망 구성에 따른 기자재 구매

조달청

20,745,880

2018-05-29 인터넷주소센터 업무용 기자재 구매

조달청

2018-05-29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및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행태 연구 용역 선급금 지급 신청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34,643,000

2018-05-29 암호모듈검증(KCMVP) 시험 환경 구축을 위한 추가 기자재 구매

(주)아이티스톤

16,937,000

2018-05-29 정보보호 클러스터 성과지표 개발연구 용역 선급금 지급의 건

㈜에프에스에이치코리아

34,650,000

2018-05-29 정보보호 솔루션 현황조사 및 솔루션 운영방안 마련 용역 선급금 지급의 건

(주)조은아이앤에스

17,010,000

2018-05-29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 연구 용역 선급금 지급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24,500,000

2018-05-29 핀테크 채용설명회 개최 지원 위탁용역 추진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큐브커뮤니케이션코리아

33,250,000

2018-05-29 2018년도 핀테크 API개발 지원사업 <1차공모> 선급금 지급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자인증주식회사

14,000,000

2018-05-29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집 인쇄

호정씨앤피

19,855,000

2018-05-29 2018년도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실습교육 위탁 선급금 지급

(주)두두아이티

2018-05-31 2018년도 클라우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인증평가 지원(2차) 용역 선급금 지급 신청

주식회사 한국아이티평가원, (주)파수닷컴

2018-05-31 머신러닝을 이용한 비정형 위협정보 자동추출 방안 연구 위탁과제 선급금 지급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56,000,000

2018-05-31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위탁용역 선급금 신청의 건

주식회사 패로스, (주)신영씨앤피

36,000,000

2018-05-31 본인확인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용역 선급금 지급신청

서울디지털대학교

56,954,545

2018-05-31 글로벌 인터넷 정책 및 산업 동향 분석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신청

넥스텔리전스 주식회사

75,000,000

2018-05-31 2018년 통합융합 보안 제품 협업 개발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의 건(케이제이컨설팅 컨소시엄)

(주)케이제이컨설팅, (주)유노믹

87,173,800

2018-06-01 구내식당 5월 직원식대 정산금(급여공제) 지급

두메푸드시스템

2018-06-05 침해사고 정보 비식별화 등을 위한 방안연구 용역 선급금 지급의 건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 사단법인 보험개발원

2018-06-05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지원 용역 선급금 지급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8-06-05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대상) 2018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위탁용역 선급금 신청의 건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2018-06-05 2018년 통합융합 보안 제품 협업 개발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의 건(쿤텍 컨소시엄)

쿤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마켓보로

2018-06-05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원 용역 선급금 지급의 건

(주)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2018-06-05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지원 협력 용역 선급금 지급

(주)나루씨큐리티

2018-06-05 지능형 개인통관 서비스 플랫폼 시범사업 선급금 지급신청

(주)매트릭스투비, (주)노매드커넥션

2018-06-05 나주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지급（’18년도 5월분）

(주)대림안전시스템

43,515,000

2018-06-05 정보보호 클러스터 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용역 선급금 지급의 건

주식회사 매스씨앤지

61,110,000

2018-06-05 APISC 침해사고대응 초청교육 개최 용역 잔금 지급요청

주식회사 컨빈코리아

2018-06-05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반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시범사업 선급금 지급신청

(주)웨이버스, (주)올포랜드, 주식회사 블로코, 코오롱베니트 주식회사

2018-06-05 18년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관리강화 사업_OA유상수리(2018년 4월)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

2018-06-05 암호모듈검증(KCMVP) 시험 환경 구축 용역 선급금 지급신청

(주)글로벌텔레콤

254,586,360

2018-06-05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시범사업 선급금 지급신청

(주)핸디소프트, (주)해바라기소프트, 주식회사 엑스블록시스템즈

392,000,000

2018-06-05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위탁용역 조달 수수료 납부의 건

조달청

2018-06-08 2018년 통합융합 보안 제품 협업 개발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의 건(시옷 컨소시엄)

(주)시옷, 디노플러스(주)

125,642,300

2018-06-08 2018년 통합융합 보안 제품 협업 개발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의 건(티엔젠 컨소시엄)

(주)티엔젠, (주)에이알웍스

103,085,500

2018-06-08 침해사고 분석매뉴얼 및 준비도 향상 가이드 개발 용역 선급금 지급

반더스 시큐리티

2018-06-08 암호모듈검증(KCMVP) 시험실 신규 구축을 위한 시험실 가구 구매

조달청, 다산에프엔아이

10,008,770

2018-06-08 핀테크 시범사업 선급금 지급 (지속가능발전소 컨소시엄)

지속가능발전소주식회사

125,979,000

2018-06-08 사이버 위협 데이터 분석 및 침해사고 프로파일링 연구 위탁과제 선급금 지급신청

남서울대산학협력단

28,000,000

2018-06-08 2018년도 krDNS 및 제반 시스템 개선 운영 5월 위탁용역 대금지급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97,500,000

2018-06-08 2018년 인터넷주소 등록관리시스템 5월 용역대금 지급

(주)엔에스컨설팅, 아이위텍(주)

90,830,000

2018-06-08 모바일 응급 치료체계 운영을 위한 테스트 단말 및 분석용PC 구매

주식회사 행복큐산업

2018-06-08 2018년 4월 파견근로자 위탁업무 대행비용 지급

주식회사 제니엘

2018-06-08 신규직원 PC 및 기자재 구매

(주)엘피에스, 조달청

2018-06-08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신청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2018-06-08 제11회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실기 문답지 운송용역(5.28) 2차 정산

주식회사 발렉스

2018-06-08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콘텐츠 개발 선급금 지급 신청

(주)씨드젠

2018-06-08 2018년도 정보보호 융합 집적 프로그램 운영 지원 용역_선급금_비트러스트

(주)비트러스트

2018-06-12 핀테크 시범사업 선급금 지급 (교보생명 컨소시엄)

주식회사 라이프시맨틱스, 교보생명보험(주), 주식회사 더루프

2018-06-12 2018년도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사업비지급 (5월)

(주)글로벌텔레콤

2018-06-12 2018년 4월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콤텍정보통신, (주)이글루시큐리티, 한국정보기술(주)
307,504,297

2018-06-12 2018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의 건

(주)글로벌리서치

217,000,000

2018-06-12 웹 표준 인식 제고 위탁 용역 사업 선급금 지급신청

(주)상상앤컴퍼니, 주식회사 해울디자인

284,719,050

2018-06-12 클라우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인증평가 지원(2차) 용역사업 조달청 수수료 대금 지급신청의 건

광주지방조달청

2018-06-12 IoT 디바이스 및 취약점 정보 고속 검색을 위한 DB 구조 최적화 및 GUI 시제품 개발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아이엘아이티

55,398,000

2018-06-12 암호모듈검증(KCMVP) 시험실 구축 공사 잔금 지급신청

엔텍월드(주)

59,521,720

2018-06-15 악성코드 분석용 소프트웨어 구매

(주)엘피에스

10,560,000

2018-06-15 제11회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실기 시험문서 인쇄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2018-06-15 블록체인·핀테크 산업 현황조사 연구용역 선급금 지급신청

(주)케이스탯리서치

88,550,000

2018-06-15 머신러닝 기반의 문서형 악성코드 분류 기법 연구 위탁과제 선급금 지급신청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8,000,000

2018-06-15 2018년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지원 용역 선급금 지급 협조요청

주식회사 해리

41,580,000

9,649,800

6,849,720

28,536,200
374,461,200

9,837,000
38,500,000
358,050,000
41,580,000
170,013,200
27,650,000
65,100,000
369,194,183

31,191,000
392,000,000
6,138,000

6,265,440

38,150,000

6,000,000
35,061,290
24,862,700
578,900,000
6,648,000
137,900,000
25,379,200
131,692,835
26,299,041

5,406,260

6,617,000

2018-06-15 2018년 5월 스팸신고 수동분배 및 신고처리 결과분석 용역 대금

(주)아이엔플

2018-06-15 블록체인 생태계 경제성 분석 용역 선급금 지급신청

맥스틴글로벌(주)

19,000,000

2018-06-15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 용역 선급금 지급신청

주식회사 미래비전그룹

48,650,000

2018-06-15 사이버사기 대응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서버 및 메모리 구매_잔금_(주)케이에스씨앤씨

(주)케이에스씨앤씨

36,645,048

2018-06-15 2017년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고객만족도 조사 잔금지급

(주)리서치랩

2018-06-15 2018년 118상담센터 운영 용역비 대금 5월분

(주)메타넷엠씨씨

2018-06-15 2018년 5월 인터넷주소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위탁용역대금 지급

대신정보통신 주식회사, (주)한국이디에스, (주)아사달

128,040,000

2018-06-18 사이버대피소 디도스 공격 대응을 위한 Anti-DDoS 장비 구매_잔금_로버텍

조달청

283,774,600

2018-06-20 2018년 5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기능강화 및 운영 용역비 지급

남선산업(주)

2018-06-20 KISA 대중교통(셔틀버스) 운영 용역 5월 정산대금 지급

유한회사 예향고속관광

13,035,150

2018-06-20 2018년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 시스템 운영 용역 5월 대가 지급

(주)씨디네트웍스

19,800,000

2018-06-20 IPv6 전용시험망 인터넷 회선 사업 선급금 신청

(주)케이아이엔엑스

52,666,993

2018-06-20 2018년 5월 PC원격점검 용역 대금

(주)예스시큐리티컨설팅

2018-06-20 나주 이전 대비 인터넷주소센터 고도화 컨설팅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의 건

주식회사 한국아이티컨설팅, (주)매그넷

120,120,000

2018-06-20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지원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

모바일센 주식회사

312,200,000

2018-06-20 사이버사기 대응시스템 기능 고도화 용역사업 선급금 지급요청

주식회사 루테스

2018-06-20 HTML5 기술 지원 위탁용역 선급금 지급

(주)포뎁스

168,000,000

2018-06-20 거래처(상명대학교) 오입금으로 인한 반환

상명대학교

28,548,736

2018-06-22 2018년 5월 구내식당 조식 식대 지급

두메푸드시스템(주)전라남도지점

2018-06-22 집적정보통신시설(IDC) 실태조사 및 보상체계 발전방안 마련 용역 선급금 지급 신청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2018-06-22 디도스 방어를 위한 IP카메라 허니넷 구축용 기자재 구매

(주)엘피에스

2018-06-22 2018년 범부처 지능형CCTV 시범사업 선급금 지급의 건(아이브스 컨소시엄)

아이브스 주식회사, (주)신우씨앤에스

2018-06-22 18년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관리강화 사업_OA유상수리 (2018년 5월)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

2018-06-22 감염PC 사이버 치료체계 네트워크장비 구매_잔금_인우아이티

(주)인우아이티

2018-06-22 2018년도 본인확인서비스 안전성 진단 및 개선 사업 선급금 지급신청

주식회사드로닉스

317,000,000

2018-06-22 e-APP(electronic Apostille Program) 시범사업 선급금 지급신청

에스지에이솔루션즈 주식회사, 에스지에이 주식회사

392,000,000

2018-06-22 「정보보호 클러스터 스타트업 특허（IP） 및 법률 지원」위탁용역 선급금 지급（유미 법무법인）

유미

2018-06-22 2018년 범부처 지능형CCTV 시범사업 선급금 지급의 건(이노트리 컨소시엄)

(주)이노트리, (주)리노스

2018-06-22 2018년 노무자문 등 컨설팅 선급금 지급

노무법인 더원인사노무컨설팅

2018-06-22 대국민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서비스 제공 용역_5월분_아이티노매즈_핀시큐리티시스템

주식회사 아이티노매즈, (주)핀시큐리티시스템

2018-06-22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원 미화 보안 관리용역 계약 조달수수료 지급

서울지방조달청

2018-06-22 나주청사 미화보안 괸리용역 용역대금 지금(05-06월분）

크린관리 주식회사

2018-06-22 2018년 범부처 지능형CCTV 시범사업 선급금 지급의 건(지오멕스 컨소시엄)

(주)지오멕스소프트, 이노뎁(주), 에스케이인포섹(주), 서초구청

2018-06-22 정보보호 클러스터 기업 상설 홍보관 구축 및 운영 용역 선급금 지급

토비스랩

2018-06-26 긴급구조 목적 위치정보 품질 측정 용역 선급금 지급의 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주식회사 아비스

2018-06-26 발신번호 변작 대응 시스템 관련 보안장비 구매

조달청

2018-06-26 2018년 클라우드 보안 점검 시스템 개발 사업 선급금 지급신청(엘에스웨어)

엘에스웨어(주)

2018-06-26 이용자전화사기 대응시스템 운영환경 및 서비스 제공 용역 선급금 지급

한국제이에스데이터시스템즈

67,900,000

2018-06-26 2018년 5월 정보시스템 증가장비 통합 유지 관리 위탁용역

한국정보기술(주)

79,633,988

2018-06-26 자율규제단체 현장점검을 위한 업무용 노트북 구매

(주)녹색사랑

2018-06-26 krDNS 모니터링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기자재 구매_잔금_케이에스씨앤씨

(주)케이에스씨앤씨

51,159,680

2018-06-26 안드로이드기반 생체신호 인식메커니즘 구현설계 용역 선급금 지급

주식회사 리턴트루

42,350,000

2018-06-26 정보보호 사전점검 자율이행 활성화방안 마련 사업 선금급 지급 신청의 건

시큐어플러스

20,860,000

2018-06-26 인터넷주소 등록 DB 접근제어 기자재 구매_잔금_시큐리티글로벌

(주)시큐리티글로벌

26,000,000

2018-06-26 2018 전자문서산업 실태조사 용역 추진관련 선급금 신청

(주)글로벌리서치

44,800,000

2018-06-26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시스템 모니터링 솔루션 구매 추진

조달청

21,218,960

2018-06-28 사이버 위협 연관정보 분석 및 공유 기능 개발 용역 선급금 지급

(주)진앤현시큐리티, (주)콘텐츠와이즈

61,600,000

2018-06-28 발신번호 변작 관련 대응 시스템 고도화 선급금 지급

(주)상록아이엔씨

63,000,000

2018-06-28 인터넷주소 등록관리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서버용 백신 구매

(주)테라정보보호

17,600,000

2018-06-28 2018년 5월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콤텍정보통신, (주)이글루시큐리티, 한국정보기술(주)
307,504,297

2018-06-28 사이버사기 대응시스템 운영장비 이전의 건

(주)아이티스톤

2018-06-28 암호모듈검증(KCMVP) 시험 환경 구축 분리발주 SW 구매

조달청

2018-06-28 Private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선급금 지급신청

주식회사 엔디에스, 주식회사 제이컴피아

2018-06-28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선급금 지원

(주)아비도스

법무법인

8,002,500

5,802,500
93,761,462

9,750,000

14,980,833

65,870,000

5,936,700
32,900,000
9,862,000
140,000,000
5,698,000
29,413,000

38,500,000
172,536,000
36,960,000
128,250,000
5,162,190
54,827,036
228,890,000
40,600,000
420,000,000
32,695,600
259,000,000

5,540,000

8,750,000
63,080,800
257,627,300
59,52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