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발주계획
구분

입찰방법

담당부서

전화번호

용역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 용역

01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장안 마연

50,000,000

입찰

3D산업진흥팀

043-931-5752

물품 K-ICT 디바이스랩 이동식가구 제작•구매

명칭

01월 사무환경 조성 가구의 제작 및 구매

시기 물량 및 규모

50,000,000

도급액

입찰

3D산업진흥팀

043-931-5755

물품 K-ICT 디바이스랩 일반물품 구매

01월 사무환경 조성 일반물품 구매

100,000,000

입찰

3D산업진흥팀

043-931-5755

공사 K-ICT 디바이스랩 보안 공사

01월 사무환경 보안 장비 설치

15,000,000

입찰

3D산업진흥팀

043-931-5755

용역 K-ICT 디바이스랩 시설공사 감리 용역

01월 K-ICT 디바이스랩 시설공사 결과에 대한 감리

40,000,000

수의

3D산업진흥팀

043-931-5755

물품 스마트 홈 서비스 검증 테스트 장비 구매

01월 oneM2M 게이트웨이 장비 구매

18,000,000

수의

loT기술상용화팀

032-720-8143

물품 게이트웨이 개발용 컴파일러 구매

01월 Development Studio 5 FLEX-Floating License 1개

12,800,000

수의

loT기술상용화팀

032-720-8143

용역 월드프렌즈 NIPA자문단 1차 활동비 정산용역

01월 NIPA 자문단(60명) 활동비 지급내역 정산 및 정산교육과 파견자대상 정산내역 안내질의응답 실시(1년간)

19,000,000

수의

SW해외진출팀

043-931-5515

용역 정보통신방송 장관회의 개최 용역

01월 미래부 주최로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 회원국 방송장관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아시아미디어 정상회의(AMS) 개최

115,000,000

입찰

글로벌협력팀

043-931-5532

용역 정보통신방송 국제콘퍼런스 개최 용역(AMS 연계)

01월 AMS와 연계하여 실무진 및 유관 기관 대상 컨퍼런스 개최

150,000,000

입찰

글로벌협력팀

043-931-5532

공사 디지털파빌리온 3층 아이템 철거 공사

01월 전용 약 460평

20,000,000

수의

차세대융합콘텐츠팀

02-2132-1212

물품 UHD 촬영용 부속장비 도입

01월 Camera Control System 등

70,000,000

입찰

차세대융합콘텐츠팀

02-2132-1221

용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세무조정, 신고 자문 용역

02월 세무관리

80,000,000

입찰

총무회계팀

043-931-5157

물품 해외 GSM 통신망 이용 SIM 카드 대여

02월 GSM 통신망 서비스 1년 이용 건

18,000,000

수의

IoT기술상용화팀

02-6458-4422

용역 사물인터넷 이용자 협력네트워크 운영

02월 기술세미나, 이용자간담회 등 행사 운영지원

48,000,000

입찰

IoT기술상용화팀

02-6458-4422

용역 분석시험 서비스 용역

02월 3D-xay, 초음파파괴서비스 등 보조지원

12,000,000

입찰

IoT기술상용화팀

032-720-8258

용역 loT 오픈플랫폼 기반 개발.검증지원 인프라 구축 성과분석 및 수요자만족도 조사

02월 성과분석 및 수요자만족도 조사

20,000,000

수의

loT기술상용화팀

032-720-8143

용역 월드프렌즈 NIPA자문단 모집선발 및 사전교육지원 용역

02월 NIPA 자문단 모집/선발 및 사전교육(상/하반기) 지원서비스

70,000,000

입찰

SW해외진출팀

043-931-5516

용역 아시아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대행용역

02월 쇼케이스 행사 운영 및 지원 대행용역

110,000,000

입찰

글로벌협력팀

043-931-5536

용역 정보통신방송 해외정보제공

02월 해외 55개국 ICT 시장동향 정보 수집 및 분석

270,000,000

입찰

글로벌협력팀

043-931-5534

용역 2016 VC 역량강화 해외정규교육 및 심화교육 운영지원 용역

02월 2016년 16기 VC교육생 해외 정규교육, 15기 교육생 심화교육 지원 등

200,000,000

입찰

글로벌창업팀

043-931-5551

용역 판아시아 그랜드챌린지 해외 홍보 용역

02월 판아시아 그랜드 챌린지 해외홍보, 홍보물 제작, 웹사이트 운영 등

300,000,000

입찰

글로벌창업팀

043-931-5555

용역 판아시아 그랜드 챌린지 국내 2차예선 개최 및 엑셀러레이팅 용역

02월 해외 80개팀 대상 국내 합숙평가(2주), 40개팀 대상 엑셀러레이팅, 마스터플랜 수립 등

2,000,000,000

입찰

글로벌창업팀

043-931-5555

용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선진국 및 개도국 협력모델 개발 용역

02월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선진국 및 개도국 대상의 기본형 수출 및 협력모델 개발

250,000,000

입찰

글로벌창업팀

043-931-5561

용역 K-Global Startup 서비스 개발 및 비즈니스 역량강화 지원 위탁용역

02월 K-Global Starup 공모전에 선발된 기업(팀) 대상 컨설팅, 멘토링, 교육 등 지원 및 출범식, 시상식 개최 지원 등

300,000,000

입찰

글로벌창업팀

043-931-5552

용역 재도전 캠프 운영 용역

02월 재도전캠프 콘텐츠 개발, 참가자 관리 등 재도전캠프 8회 개최 및 운영

450,000,000

입찰

글로벌창업팀

043-931-5563

공사 혁신벤처센터 확장 및 이전 공사

02월 전용 약 200평

40,000,000

수의

차세대융합콘텐츠팀

02-2132-1213

공사 연구개발타워 9층 원상복구 공사

02월 전용 약 237평

50,000,000

수의

차세대융합콘텐츠팀

02-2132-1231

용역 공개SW 역량프라자 운영 용역

02월 공개SW역량프라자 운영

1,200,000,000

입찰

공개SW팀

043-931-5454

용역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사업 품질관리 용역

03월 사업비 적성성 검토 및 신규과제 품질관리

150,000,000

입찰

IoT산업진흥팀

043-931-5716

용역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03월 신규 서비스 기획 및 확산전략 등 전문 연구용역

350,000,000

입찰

IoT산업진흥팀

043-931-5718

용역 월드프렌즈 NIPA자문단 파견지원시스템 개편/유지보수

03월 NIPA 자문단 파견지원시스템/모집,선발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보수

55,000,000

입찰

SW해외진출팀

043-931-5515

용역 정보통신방송 해외 로드쇼 개최 용역1(지역 미정)

03월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현지 정보통신방송 로드쇼 개최

150,000,000

입찰

글로벌협력팀

043-931-5535

용역 정보통신방송 해외정보제공시스템 기능 개선

03월 CONEX 홈페이지 기능 개선 개발

60,000,000

입찰

글로벌협력팀

043-931-5534

용역 초청연수 과정 운영 용역

03월 초청연수 과정 운영 전반 지원

200,000,000

입찰

글로벌협력팀

043-931-5541

용역 글로벌스타트업코리아 다국적사업화 캠프 운영 용역

03월 국내 스타트업을 글로벌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다국적사업화 캠프 운영 등

500,000,000

입찰

글로벌창업팀

043-931-5562

용역 다국적 ICT해커톤 개최 용역

03월 해외인재와 함께 최신ICT 기술을 서비스로 구체화하여 사업가능성을 확인해보는 해커톤 개최 등

280,000,000

입찰

글로벌창업팀

043-931-5562

용역 판아시아 그랜드챌린지 헬프데스크 운영 용역

03월 해외 참가 40개팀에대한 정착지원(비자, 항공, 법인설립 등) 등

200,000,000

입찰

글로벌창업팀

043-931-5555

용역 디지털콘텐츠중국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용역

03월 중국 DC분야별 최신정보 제공 및 국내 DC기업들의 중국 진출 사례를 통한 중국 진출 전략 방안 제시

150,000,000

입찰

디지털콘텐츠전략팀

043-931-5619

용역 한중펑요우정책협의회

03월 한중 정부 관계자간 회의 및 한중 DC기업간 네트워킹 마련

50,000,000

입찰

디지털콘텐츠전략팀

043-931-5619

용역 이러닝해외전시회 참가지원

03월 이러닝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행사대행

200,000,000

입찰

이러닝콘텐츠팀

043-931-5634

용역 2016년 북경국제영화제 NIPA 비즈니스 상담 공동관 운영 용역

03월 16년 북경국제영화제 연계 CG/VFX 한국 공동관 운영 대행(비즈매칭 및 홍보)

210,000,000

입찰

디지털콘텐츠전략팀

043-931-5616

용역 디지털파빌리온 위탁운영 용역

03월 인력 25명(2년)

2,000,000,000

조달

차세대융합콘텐츠팀

02-2132-1212

물품 혁신벤처센터 사무기기 구입

03월 신규 사무실 책상,의자 등 사무기기 구입

40,000,000

조달

차세대융합콘텐츠팀

02-2132-1213

용역 혁신벤처센터 맞춤형 창업 지원 용역

03월 혁신벤처센터 입주기업 대상 BM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등

100,000,000

입찰

차세대융합콘텐츠팀

02-2132-1213

공사 성장지원센터 공간 구축 공사

03월 전용 약 350평

30,000,000

수의

차세대융합콘텐츠팀

02-2132-1213

용역 SW로 달라지는 미래 책자 발간 용역

03월 책자 기획 및 인쇄 2000부

18,000,000

수의

전략기획팀

043-931-5211

용역 SW중심사회 포털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03월 SW중심사회 포털 사이트

180,000,000

입찰

SW미래전략팀

043-931-5231

용역 SW중심사회 포털 킬러콘텐츠 발굴 및 제작

03월 SW용어사전, SW활용 우수사례 등

200,000,000

입찰

SW미래전략팀

043-931-5233

용역 SW중심사회 포털 홍보 및 마케팅

03월 온·오프라인 홍보, 이벤트 추진 등

150,000,000

입찰

SW미래전략팀

043-531-5233

용역 지역SW정책역량강화 교육용역

03월 19개 지자체 및 지역SW진흥기관 대상

110,000,000

입찰

지역SW지원팀

043-931-5337

용역 스마트시티 과제 감리활동

04월 사업 품질관리 및 검증 등

130,000,000

입찰

IoT산업진흥팀

043-931-5718

용역 월드프렌즈 1차 NIPA자문단 해외파견 항공/비자 지원서비스

04월 1차 NIPA 자문단(60명) 해외파견 항공권/비자 발급 및 상담 지원서비스

16,000,000

수의

SW해외진출팀

043-931-5515

용역 중소기업 상시지원 대행 용역

04월 중소기업 상시지원 온오프라인 상담센터 운영 및 우수사례집 발간

65,000,000

입찰

글로벌협력팀

043-931-5538

용역 초청연수 서버성능 개선 용역

04월 초청연수 웹사이트 전산인프라 교체 및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2016 K-Global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운영지원 용역

04월 K-Global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해외과정 운영지원 및 후속네트워킹행사 지원 등

용역 SW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 용역

04월 웹툰 기획 및 인쇄 2000부

용역 제15차 한중일 IT국장급 회의 및 동북아공개SW활성화포럼 개최

40,000,000

입찰

글로벌협력팀

043-931-5541

180,000,000

입찰

글로벌창업팀

043-931-5551

22,000,000

입찰

전략기획팀

043-931-5222

04월 행사개최 및 한중일 대표단 참석 지원 일체

400,000,000

입찰

공개SW팀

043-931-5455

용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외부회계감사 용역

05월 회계감사

138,000,000

입찰

총무회계팀

043-931-5159

물품 월드프렌즈 NIPA자문단 안전대피 및 활동지원물품 구매

05월 서바이벌키트 100개 및 활동지원물품 80개 구매 (*실제 파견인원에 따라 변동예정)

50,000,000

입찰

SW해외진출팀

043-931-5516

용역 유럽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대행용역

05월 쇼케이스 행사 운영 및 지원 대행용역

130,000,000

입찰

글로벌협력팀

043-931-5536

용역 서비스산업 컨설팅방법론 개발 용역

05월 지식서비스산업 컨설팅방법론 1건 개발(현장 시범적용 포함)

50,000,000

입찰

이러닝콘텐츠팀

043-931-5638

용역 2016년 국내기업 IT·SW활용 연구조사

05월 3,000개 이상 국내 기업의 IT·SW활용 연구조사

130,000,000

입찰

전략기획팀

043-931-5218

용역 SW신서비스 사업타당성분석 컨설팅 지원 용역

05월 10개 기업 이내의 FS 컨설팅

220,000,000

입찰

SW사업지원팀

043-931-5311

용역 2016년 SW자산뱅크 시스템 유지관리 및 성과물 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05월 시스템 운영, 기능개선, 고도화

420,000,000

입찰

SW사업지원팀

043-931-5319

용역 2016년 SW자산뱅크 시스템 유지관리 및 성과물 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감리

05월 정보시스템 감리

50,000,000

입찰

SW사업지원팀

043-931-5319

용역 2016년 지역SW기업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용역

05월 SW INFOZINE 사이트 운영 및 웹진 발송

70,000,000

입찰

지역SW지원팀

043-931-5338

용역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2016 홍보관 제작/운영 용역

06월 IoT Week 전시관 내 홍보관 구축

110,000,000

입찰

IoT산업진흥팀

043-931-5722

용역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용역

06월 IoT 공급사업체의 매출현황, 인력현황, 수출입현황 등 IoT산업 현황 파악

120,000,000

입찰

IoT산업진흥팀

043-931-5733

용역 대중소기업 상생IT혁신 지원과제 감리기관 선정

06월 2개 지원과제 2단계 감리시행

40,000,000

입찰

IoT기술상용화팀

032-720-8122

용역 태그감도시험기 유지보수

06월 태그감도시험기 캘리브레이션 등

11,000,000

수의

IoT기술상용화팀

032-720-8267

용역 월드프렌즈 NIPA자문단 해외장기체류보장보험

06월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해외체류기간의 여행자보험

250,000,000

입찰

SW해외진출팀

043-931-5514

용역 정보통신방송 해외 로드쇼 개최 용역2(지역 미정)

06월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현지 정보통신방송 로드쇼 개최

150,000,000

입찰

글로벌협력팀

043-931-5535

용역 디지털콘텐츠 유망·전략시장 조사

06월 국외 디지털콘텐츠 新시장에 대한 DC 유망·전략시장 발굴과 심층분석을 통해 국내 DC기업의 해외 디지털콘텐츠 新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100,000,000

입찰

디지털콘텐츠전략팀

043-931-5611

용역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사업 성과조사

06월 DC산업육성사업의 성과조사를 통해 성과지표 개선 및 사업효율화 검토

50,000,000

입찰

디지털콘텐츠전략팀

043-931-5618

물품 스마트콘텐츠 제작용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 구매

06월 Adobe S/W 라이선스 1식

150,000,000

입찰

스마트콘텐츠팀

미정

용역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용역

06월 이러닝 산업의 시장 현황 및 이러닝 이용 현황(표본수 약 11,000개 조사)

130,000,000

입찰

이러닝콘텐츠팀

043-931-5638

용역 지식서비스 국제컨퍼런스 개최 용역

06월 지식서비스 국제컨퍼런스 행사대행

100,000,000

입찰

이러닝콘텐츠팀

031-995-6340

용역 빌딩임대관리 시스템 개선 용역

06월 중급 인력 3인(2개월)

99,000,000

입찰

차세대융합콘텐츠팀

02-2132-1211

물품 글로벌 CGI 렌더팜 시스템 도입

06월 렌더팜 시스템 도입

700,000,000

조달

차세대융합콘텐츠팀

02-2132-1221

용역 신문스크랩 및 언론 모니터링 시행 용역

06월 1년 6개월 간 언론 모니터링 용역 1인

20,000,000

수의

전략기획팀

043-931-5222

물품 신문스크랩 활용 온라인 신문 구독

06월 1년 6개월 간 12매체 신문 구독

12,000,000

수의

전략기획팀

043-931-5222

용역 2016 우수SW전시회 행사대행 용역

06월 행사기획총괄, 전시부스설치, 홍보물제작

200,000,000

입찰

SW사업지원팀

043-931-5315

용역 월드프렌즈 NIPA자문단 2차 활동비 정산용역

07월 NIPA 자문단(60명) 활동비 지급내역 정산 및 정산교육과 파견자대상 정산내역 안내질의응답 실시(1년간)

19,000,000

수의

SW해외진출팀

043-931-5515

용역 2015년 초청연수 효과성 평가 용역

07월 2016년 초청연수 사업 만족도 조사 및 효과성 평가

30,000,000

입찰

글로벌협력팀

043-931-5541

용역 공개SW 시장조사 용역

07월 공개SW 시장 규모 파악 및 향후 전망

100,000,000

입찰

공개SW팀

043-931-5452

용역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사업 성과분석 용역

08월 약 80개 사업 성과분석

60,000,000

입찰

IoT산업진흥팀

043-931-5716

용역 대한민국 ICT Innovation 대상 시상식 대행 용역

08월 정부 포상 시상식(참석인원 250명, 3시간 진행) 일체 대행

44,000,000

입찰

ICT융합확산팀

043-931-5737

용역 K-Globlal@실리콘밸리 컨퍼런스부문 행사대행 용역

08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되는 K-Global행사의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대행 용역

100,000,000

입찰

SW해외진출팀

043-931-5511

용역 2016 엑셀러레이터 통합데모데이 운영 용역

08월 통합데모데이 개최를 위한 연사 초청, 행사 대행 운영 등

150,000,000

입찰

글로벌창업팀

043-931-5556

용역 K-Global Startup 해외진출 지원 위탁용역

08월 국내 우수 스타트업의 해외 현지 서비스 IR, VC 네트워킹 등을 통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전교육 및 현지 프로그램 운영

180,000,000

입찰

글로벌창업팀

043-931-5552

용역 디지털콘텐츠 지원사업 경제효과 조사

08월 디지털콘텐츠 지원사업의 생산유발효과 등의 경제적 효과 분석

30,000,000

입찰

디지털콘텐츠전략팀

-

용역 디지털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본의 역할 방안

08월 DC산업 투자 유형 분석을 통한 DC정책금융 방향 도출

50,000,000

입찰

디지털콘텐츠전략팀

용역 DC신시장 창출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08월 미래 디지털콘텐츠시장 생태계조성방안 연구

50,000,000

입찰

디지털콘텐츠전략팀

-

용역 2016년 아메리칸필름마켓(AFM) NIPA 비즈니스 상담 공동관 운영 용역

08월 16년 아메리칸필름마켓 내 CG/VFX 한국 공동관 운영 대행(비즈매칭 및 홍보)]

220,000,000

입찰

디지털콘텐츠전략팀

043-931-5616

물품 UHD 촬영 장비 등 도입

08월 UHD System 촬영장비 도입

900,000,000

조달

차세대융합콘텐츠팀

02-2132-1221

물품 차세대 콘텐츠 제작인프라 도입

08월 VR 제작지원용 장비 도입

800,000,000

조달

차세대융합콘텐츠팀

02-2132-1221

물품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사업 홍보브로셔 제작

09월 800부 인쇄

20,000,000

수의

IoT산업진흥팀

043-931-5716

용역 스마트시티 성과분석

09월 사업 플랫폼 및 실증서비스 등 성과분석

60,000,000

입찰

IoT산업진흥팀

043-931-5718

용역 월드프렌즈 2차 NIPA자문단 해외파견 항공/비자 지원서비스

09월 2차 NIPA 자문단(60명) 해외파견 항공권/비자 발급 및 상담 지원서비스

16,000,000

수의

SW해외진출팀

043-931-5515

용역 정보통신방송 해외 로드쇼 개최 용역3(지역 미정)

09월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현지 정보통신방송 로드쇼 개최

150,000,000

입찰

글로벌협력팀

043-931-5535

용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 및 기술 해외로드쇼 대행 용역

09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 및 기술 해외홍보, 전시, 유치상담 행사 대행

50,000,000

입찰

글로벌창업팀

043-931-5561

용역 부서별고객만족도조사(NCSI)

09월 우리원 내부,사업,정책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

38,000,000

입찰

기획예산팀

043-931-5141

용역 한중펑요우포럼

09월 국내 DC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전략 방안 모색 및 네트워킹 교류

50,000,000

입찰

디지털콘텐츠전략팀

043-931-5619

용역 중동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대행용역

10월 쇼케이스 행사 운영 및 지원 대행용역

120,000,000

입찰

글로벌협력팀

043-931-5536

용역 기재부고객만족도조사(PCSI)

10월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은 고객에게 만족도를 조사

33,000,000

수의

기획예산팀

043-931-5141

용역 지역SW사업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용역

10월 수혜기업 1,000개사

50,000,000

입찰

지역SW지원팀

043-931-5337

용역 월드프렌즈 NIPA자문단 파견대상자 건강검진 시행 용역

11월 신규 파견자 파견 적격여부 확인 및 기파견자 질병 예방을 위한 200명 건강검진 실시 (*실제 파견인원에 따라 변동예정)

60,000,000

입찰

SW해외진출팀

043-931-5516

용역 월드프렌즈 NIPA자문단 복무 및 성과관리

11월 복무/안전 및 성과관리 용역을 수행할 수행업체 선정

200,000,000

입찰

SW해외진출팀

043-931-5514

용역 정보통신방송 해외 로드쇼 개최 용역4(지역 미정)

11월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현지 정보통신방송 로드쇼 개최

150,000,000

입찰

글로벌협력팀

043-931-55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