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발주계획
* 작성대상 : 2017년 추진예정인 1천만원 이상 계약건(체결완료됐거나 진행중인 건 제외)
-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협약 건은 아니며, 계약부서로 계약의뢰 할 예정인 것
* 우리원 홈페이지 정부3.0 사전정보공개 게시됨
필수입력

<조사분석컨설팅용역 : 약 36건(3,728백만원)>
자체 : 20건(998백만원), 조달 : 16건(2,730백만원)

구분

명칭

시기

계약방법

입찰방법

담당부서

전화번호

용역 빌딩임대관리시스템 개선용역

3월

임대관리, 부과관리, 회계관리, 통계관리, 관리기능 개선회의실 대관사이트(nuri.nipa.kr)
135,000,000
개선

물량 및 규모

도급액

입찰

조달

DC산업기반조성팀

02-2132-1211

용역 누리꿈스퀘어 혁신벤처센터 맞춤형 창업 지원 용역

2월

입주기업 멘토링, 네트워킹, 교육 진행

125,000,000

입찰

조달

DC산업기반조성팀

02-2132-1213

물품 혁신벤처센터 복합기 렌탈

2월

5대 복합기 렌탈 운영

15,000,000

입찰

자체

DC산업기반조성팀

02-2132-1213

용역 17 글로벌 CGI 공동제작프로젝트 기술 마케팅 지원

2월

글로벌 CGI 프로젝트 기술 및 해외마케팅 지원 등

300,000,000

입찰

조달

DC산업기반조성팀

02-2132-1221

물품 실감콘텐츠 인프라조성 중계차 전환구축

5월

기존 HD 중계차를 UHD 시스템으로 전환구축 1식

930,000,000

입찰

조달

DC산업기반조성팀

02-2132-1221

물품 DC 공동제작센터 시스템 업그레이드

5월

글로벌 CGI 프로젝트 지원용 장비도입 1식

600,000,000

입찰

조달

DC산업기반조성팀

02-2132-1221

물품 DC 공동제작센터 시스템 업그레이드

6월

누리꿈스퀘어 DC공동제작센터 제작시설 도입

840,000,000

입찰

조달

DC산업기반조성팀

02-2132-1221

물품 누리꿈스퀘어 네트웍 보안장비 구매의 건

1월

침입차단시스템, Anti-DDOS 장비

75,000,000

조달구매

조달

DC산업기반조성팀

02-2132-1230

물품 네트워크스위치 구매

3월

접선, POE 및 스위치 등

100,000,000

조달구매

조달

DC산업기반조성팀

02-2132-1230

물품 침입차단시스템(IPS) 구매

4월

침입차단시스템 등

40,500,000

조달구매

조달

DC산업기반조성팀

02-2132-1230

공사 한국VR센터 환경개선 공사

1월

사인물, 벽체, 바닥 등 공사

30,000,000

입찰

자체

VR산업진흥팀

02-2132-1176

용역 한국VR센터 홈페이지 구축

3월

홈페이지 디자인, 과금체계 구축 등

60,000,000

입찰

자체

VR산업진흥팀

02-2132-1176

용역 VC초청행사추진

3월

국내외 바이어 및 VC 초청 행사 등 개최

370,000,000

입찰

조달

VR산업진흥팀

02-2132-1176

용역 한국VR센터 VR Promotion 인프라 구축

5월

4D 스캐너 구축 등

400,000,000

입찰

조달

VR산업진흥팀

02-2132-1176

공사 실감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교육장 보안공사

7월

교육장 및 구조물 설치 등

40,000,000

수의

자체

VR산업진흥팀

02-2132-1176

장애인,여성기업 등

용역 실감콘텐츠 전문인력양성 교재 개발

9월

교육용 SW 및 책자 등

30,000,000

수의

자체

VR산업진흥팀

02-2132-1176

장애인,여성기업 등

용역 실감콘텐츠 전문인력양성 글로벌 컴피티션 참가

10월

해외 컴피티션 참가 지원 등

90,000,000

입찰

자체

VR산업진흥팀

02-2132-1176

용역 컴퓨터그래픽 해외마켓 공동관 운영 용역

2월

북경국제영화제(4월), 아메리칸필름마켓(11월) 내 NIPA 비즈니스 상담공동관 400,000,000
운영 (각 행사별 약 10개사
입찰 참가 예정)

용역 디지털콘텐츠산업실태조사

4월

국내 디지털콘텐츠시장조사 및 동향조사

용역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사업 성과분석

4월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사업 성과 분석

용역 스마트콘텐츠 테스트 플랫폼 운영

3월

개발 테스트 플랫폼 구축 , 스마트기기 테스트랩 운영 외

용역 스마트콘텐츠 글로벌 서비스 인프라 지원사업 용역

2월

CDN 및 웹서비스 지원 등

용역 스마트콘텐츠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용역

2월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등

용역 스마트콘텐츠 해외 주요마켓 공동관 운영 용역

조달

VR산업진흥팀

02-2132-1172

75,000,000

입찰

조달

DC산업기획팀

043-931-5612

40,000,000

입찰

조달

DC산업기획팀

043-931-5612

1,000,000,000

입찰

조달

융합콘텐츠진흥팀

031-360-5945

1,452,000,000

입찰

조달

융합콘텐츠진흥팀

043-931-5636

1,500,000,000

입찰

조달

융합콘텐츠진흥팀

043-931-5634

2월

MWC Shanghai(6월), MWC America(9월) 등 박람회 내 한국 공동관 운영 등 900,000,000

입찰

조달

융합콘텐츠진흥팀

043-931-5637

용역 제조업 서비스화 CEO 아카데미 운영 용역

3월

연 2회 교육(CEO 30명씩)등

90,000,000

입찰

자체

융합콘텐츠진흥팀

043-931-5638

용역 유망 청년기업 글로벌 수출기업화 관련 용역

2월

아이템 발굴 경진대회, 교육 등

100,000,000

입찰

조달

융합콘텐츠진흥팀

043-931-5638

용역 지식서비스기반구축사업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11월 사업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표본100명)

4,000,000

수의

자체

융합콘텐츠진흥팀

043-931-5638

용역 지식서비스국제컨퍼런스

4월

1000명 내외 참석

80,000,000

입찰

자체

융합콘텐츠진흥팀

043-931-5633

용역 2017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

5월

이러닝 공급자, 수요자(표본 약10,000개) 시장현황 및 이용률 파악 등

150,000,000

입찰

조달

DC산업기획팀

043-931-5610

96,000,000

입찰

조달

SW공학기술팀

02-2132-1348

용역 2017년 패키지SW 제품정보 수집 및 적용지원서비스 1월

SW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SW 제품정보 및 적용지원 서비스 제공

용역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SWIT) 유지관리 사업

1월

SW사업자신고·확인서 발급, SW사업 수요예보, 분리발주 제품정보, 교육 및 법제도
200,000,000
등 SW산업정보의입찰
관리·제공을 위한 시스템(SWIT)
조달
유지관리
공공SW제도적용팀

043-931-5351

용역 GCS4차 품질검토 및 컨설팅 용역

1월

2016년-2차 GCS 수행 과제에 대한 SW수행능력진단, 품질검토 코칭, 컨설팅 지원
360,000,000

입찰

조달

SW품질혁신팀

02-2132-1346

용역 2017년 공공SW사업 발주기술지원

1월

공공부문 SW사업 발주·관리 全 프로세스에 걸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발주·관리980,000,000
업무에 대한 전문가 지원
입찰

조달

SW공학기술팀

02-2132-1348

용역 GCS4차 GCS School 운영 용역

2월

2016년-2차 GCS 과제 참여자를 위한 SW공학 역량 강화 집체/현장 방문 교육 71,700,000

조달

SW품질혁신팀

02-2132-1346

용역 SW사업정보 저장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2월

SW사업정보 저장소에 축적된 정보를 참조해 신규사업 추진 시 비용, 공수, 개발기간
230,000,000
등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입찰
추정하고, 정부정책
조달
수립 시
SW공학기술팀
참조

02-2132-1319

용역 SW중소기업을 위한 경량 개발 방법론 개발

2월

공개SW 활용, 선진 SW개발방법론 적용∙확대를 통해 중소SW기업이 빠른 시장
290,000,000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입찰
SW개발 기반 조성 조달

SW공학기술팀

02-2132-1371

공개SW진흥팀

043-931-5374

용역 전통산업 공개SW 요소기술 개발지원사업의 품질지원 컨설팅
3월 R&D
용역지원 2개과제 개발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품질 지원 컨설팅 수행

80,000,000

입찰

입찰

자체

용역 SP인증중심의 교육 및 세미나

3월

국제표준 및 SP인증에 기반한 개선가이드라인 제공, 실습 및 사례를 포함한 개발자,
90,000,000
관리자 등 기업 입찰
실무자 중심의 SW프로세스
조달 역량강화SW공학기술팀
교육 수행

02-2132-1320

용역 GCS4차 사용성 검증 용역

3월

2016년-2차 GCS 8개 과제 산출물에 대한 사용성 검증 및 개선지원

100,000,000

입찰

조달

SW품질혁신팀

02-2132-1346

용역 SW신뢰·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통 가이드 개발 고도화 용역
3월 산업 공통 및 산업별 SW R&D 全 생명주기에 적용 가능한 SW신뢰성 확보 기술
120,000,000
연구 및 활용 가능한입찰
적용 가이드 고도화 조달

SW공학기술팀

02-2132-1366

용역 철도 분야 SW신뢰·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 개발 고도화
3월 용역
철도 SW R&D 全 생명주기에 적용 가능한 SW신뢰성 확보 기술 연구 및 활용120,000,000
가능한 적용 가이드 고도화
입찰

조달

SW공학기술팀

02-2132-1366

용역 분야별 SW신뢰·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 개발(의료) 3월

의료 SW R&D 全 생명주기에 적용 가능한 SW신뢰성 확보 기술 연구 및 활용220,000,000
가능한 적용 가이드 및입찰
지침 개발

조달

SW공학기술팀

02-2132-1366

용역 분야별 SW신뢰·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 개발(자동차)
3월

자동차 SW R&D 全 생명주기에 적용 가능한 SW신뢰성 확보 기술 연구 및 활용
220,000,000
가능한 적용 가이드 입찰
및 지침 개발

조달

SW공학기술팀

02-2132-1366

용역 SW 신서비스 사업타당성 분석 컨설팅 용역

3월

참신한 아이디어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220,000,000
사업타당성 분석, 국내외
입찰
동향조사 등 컨설팅
조달
지원

SW산업기획팀

043-931-5313

용역 SW품질 제고 및 인식 확산을 위한 행사 용역

3월

SW공학 기술 및 품질관련 산∙학∙연 유관기관 등의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경험과
270,000,000
지식을 상호 공유할입찰
수 있는 장 마련

SW공학기술팀

02-2132-1341

용역 제16차 한중일IT국장급회의 및 동북아공개SW활성화포럼,
4월 한-우즈벡
제16차 한중일IT국장급회의
공개SW 기술세미나 및
국내대표단
동북아공개SW활성화포럼
참가 지원 용역 WG운영, 국내대표단
180,000,000
참가 지원, 한-우즈벡입찰
공개SW 기술세미나조달
개최

공개SW진흥팀

043-931-5378

용역 SW프로세스 표준동향분석 및 SP인증모델개선

조달

5월

고객중심의 SP인증 운영모델개선을 위한 고객 및 심사운영 개선시스템 정보전략
40,000,000
추진

입찰

자체

SW공학기술팀

02-2132-1320

용역 찾아가는 공개SW 체험캠프 및 기술세미나 대행 용역 5월

대학생 대상 공개SW체험으로 공개SW진입문턱 해소를 위한 세미나, 개발실습150,000,000
운영 대행

입찰

조달

공개SW진흥팀

043-931-5374

용역 개방형OS 환경개발 및 보급 확산

5월

개방형OS 환경개발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SW개발

입찰

조달

공개SW진흥팀

043-931-5376

용역 17년 공개SW 시장 현황․전망 조사

6월

국내 공개SW시장현황에 대해 조사설계서를 수립하고 데이터를 모집하여 분석한
80,000,000
후 시장전망을 포함한
입찰보고서 작성

자체

공개SW진흥팀

043-931-5371

용역 공개SW활성화 정책연구

6월

공개SW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선정된 과제(1건)에 대해서 대학교,
80,000,000
연구기관, 컨설팅 기업을
입찰 활용하여 연구보고서를
자체
작성 공개SW진흥팀

043-931-5371

용역 SW공학경쟁력강화사업 성과분석 용역

7월

SW공학경쟁력강화 정책 및 추진 사업의 정성적∙정량적 성과와 효과 분석을 통해
49,000,000
중장기적인 SW공학경쟁력강화
입찰
방향 수립
자체

SW공학기술팀

043-931-5488

용역 GCS4차 성과분석 용역

8월

2016년-2차 GCS 과제 품질활동에 대한 결과 분석

용역 2017년 대중소기업상생IT혁신사업 IT혁신전략 수립지원
1월
용역대중소기업상생IT혁신사업 상생IT혁신전략 수립 및 성과분석
용역 협업정보 공유플랫폼 구축 방안 기획 용역
용역 2017년 IT협업시스템 구축과제 전문감리 용역
용역 2017년 사물인터넷 산업실태조사 용역

2월

협업정보 공유SW플랫폼 개발·보급 방안 기획 및 단계별 고도화 방안 마련

4월

대중소기업상생IT혁신사업 시스템구축 현황 감리

3~4월 사물인터넷 산업 유관 공급/수요자 실태조사

1,300,000,000

20,000,000

입찰

자체

SW품질혁신팀

02-2132-1346

150,000,000

입찰

조달

ICT융합확산팀

043-931-5734

50,000,000

입찰

자체

ICT융합확산팀

043-931-5734

40,000,000

입찰

자체

ICT융합확산팀

043-931-5734

220,000,000

입찰

조달

IoT산업진흥팀

043-931-5711

용역 사물인터넷 신산업 육성선도사업 품질관리 용역

2월

사물인터넷 신산업 육성선도사업 지원과제에 대한 품질관리

150,000,000

입찰

조달

IoT산업진흥팀

043-931-5712

용역 사물인터넷 신산업 육성선도사업 성과분석 용역

5월

사물인터넷 신산업 육성선도사업 지원과제에 대한 성과측정

60,000,000

입찰

자체

IoT산업진흥팀

043-931-5712

용역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홍보관 구축 용역

5월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홍보관 구축 용역

100,000,000

입찰

자체

IoT산업진흥팀

043-931-5722

용역 개방형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성과분석 용역 8월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수혜자 중심 3개년('15~'17) 성과분석

62,000,000

입찰

자체

IoT산업진흥팀

043-931-5716

용역 글로벌SaaS육성프로젝트(GSIP) 행사개최

5월

GSIP행사 개최 및 지원 수행

95,000,000

입찰

조달

클라우드산업진흥팀

043-931-5433

용역 K-ICT 클라우드혁신센터 운영 용역

2월

클라우드 기반 SW개발환경 및 도입컨설팅 지원

1,030,000,000

입찰

조달

클라우드산업기반팀

043-931-5411

용역 클라우드 인식확산 용역

2월

클라우드 민간 도입 활성화를 위한 행사, 홍보 등 추진

450,000,000

입찰

조달

클라우드산업기반팀

043-931-5413

용역 K-클라우드 창업 플랫폼 구축

2월

클라우드 기술 기반 SW개발 플랫폼 구축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클라우드
1,540,000,000
기반 맞춤형 창업 정보
입찰제공, 마켓 플레이스
조달
연계 구축클라우드산업기반팀

043-931-5411

용역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령 개정 연구

2월

진흥법령 개정 및 표준약관(안) 마련 등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용역 3D프린팅 창작(아이디어/제작물) 경진대회

3월

경진대회 홍보 및 평가, 시상식 및 전시 지원 등

용역 formnext 2017 한국공동관 부스 구축운영 용역

6월

6개 기업 부스지원, 언론홍보, 상담회 개최, 통역사 지원 등

용역 3D프린팅 산업육성 포럼운영

4월

기술/비즈니스/제도 분과별 포럼개최 및 세미나, 교류회 등 홍보

100,000,000

입찰

조달

3D프린팅산업진흥팀

043-931-5752

20,000,000

수의

자체

3D프린팅산업진흥팀

043-931-5757

170,000,000

입찰

조달

3D프린팅산업진흥팀

043-931-5754

50,000,000

수의

자체

3D프린팅산업진흥팀

043-931-5754

용역 3D프린팅 서비스사업자 신고 및 산업안전교육관리시스템
2월 구축
3D프린팅 서비스사업자 신고 및 안전교육 신청, 이수자 관리, 교육기관 관리 기능을
150,000,000
갖춘 시스템 구축
입찰

조달

3D프린팅산업진흥팀

043-931-5760

용역 3D프린팅산업실태조사

3월

국내 3D프린팅사업체 대상 사업규모, 성장율, 매출액, 종사자 수 등에 대한 실태
100,000,000
설문(유선, 방문)조사
입찰
및 분석

용역 맞춤형 전문인력 교육

3월

3D프린팅 산업 분야별 수요자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교육 추진

용역 3D프린팅 품질인증 체계구축

4월

용역 사물인터넷 DIY 체험교실 운영

자체

3D프린팅산업진흥팀

043-931-5760

120,000,000

입찰

조달

3D프린팅산업진흥팀

043-931-5760

3D프린팅 관련 제품의 품질인증 실시를 위한 체계 마련 학술연구 추진

80,000,000

입찰

자체

3D프린팅산업진흥팀

043-931-5760

4월

초중등 20개 학교 방문교육 및 전시회 참가 홍보

80,000,000

입찰

자체

3D프린팅산업진흥팀

043-931-5756

용역 IoT 스마트 신제품 개발 홍보지원

5월

전시관 기획.제작.운영, 홍보 콘텐츠(동영상, 브로셔 등) 제작

90,000,000

입찰

자체

3D프린팅산업진흥팀

031-5171-5903

용역 이용자 협력네트워크 운영 용역

1월

IoT기술지원센터 이용자 협력워킹데이, 기술세미나/상담회, 설문조사 등 운영 용역
50,000,000

입찰

자체

3D프린팅산업진흥팀

02-6458-4422

물품 IoT기술지원용 OTA 챔버 구축

4월

OTA챔버 구축

300,000,000

입찰

조달

3D프린팅산업진흥팀

02-6458-4422

oneM2M 서비스 플랫폼 기반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연동 개발환경 구축
25,000,000

입찰

자체

3D프린팅산업진흥팀

032-720-8143

물품 oneM2M 기반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 연동 개발 환경 구축
1월

정책지정

물품 oneM2M 기반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 개발 시험환경 툴1월
구매 oneM2M 기반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 개발 시험환경 툴 구매

24,000,000

수의

자체

3D프린팅산업진흥팀

032-720-8143

특정수의

물품 oneM2M 기반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 디바이스 시험기 1월
구매 oneM2M 기반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 디바이스 시험기 구매

29,000,000

수의

자체

3D프린팅산업진흥팀

032-720-8143

특정수의

용역 loT 오픈플랫폼 기반 개발 검증 지원 인프라 구축 과제 2월
성과분석
플랫폼 과제 2차년도 성과분석 및 3차년도 추진계획

18,000,000

입찰

자체

3D프린팅산업진흥팀

032-720-8143

용역 기업지원플러스(G4B)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3월

기업지원플러스 시스템, 상용SW 운영/유지보수 및 콜센터 운영

1,536,000,000

입찰

조달

3D프린팅산업진흥팀

02-2132-1150

용역 기업지원플러스(G4B) 서비스 기능확대 용역

4월

국정과제 수행, 기능 고도화/강화, Non-ActiveX 솔루션 도입 등

526,500,000

입찰

조달

3D프린팅산업진흥팀

02-2132-1150

용역 2018년 송도분사무소 재산종합보험 가입 계약

11월 송도분사무소 자산 전체(890억원)

30,000,000

입찰

자체

3D프린팅산업진흥팀

032-720-8126

용역 인사관리시스템 개선

5월

인사정보 구성/관리 및 리포팅 기능 개선

45,000,000

입찰

자체

인사노무팀

043-931-5115

용역 업무성과평가제도 운영

1월

MBO 체결 및 검증, 업적평가(수시/정기), 역량평가 등 진행

55,000,000

입찰

자체

인사노무팀

043-931-5114

용역 업무성과평가 시스템 제공 및 운영

2월

업무성과평가 관련 시스템 제공 및 운영, 리포팅

55,000,000

입찰

자체

인사노무팀

043-931-5114

용역 2017 NIPA 교육 개발 및 운영

1월

원외 집합교육(공통교육, 보직자 교육, 여성리더 교육) 등

227,000,000

입찰

조달

인사노무팀

043-931-5113

용역 한마루시스템 급여시스템 개선 계획

2월

급여시스템 세부항목 개발 및 개선

30,000,000

수의

자체

인사노무팀

043-931-5112

용역 2016년 연말정산 대행

1월

연말정산 대행(본원직원)

22,000,000

수의

자체

인사노무팀

043-931-5112

물품 청사관리용 시설자재 구입

5월

유지보수 및 소모자재 구매

22,000,000

수의

자체

총무정보팀

043-931-5151

물품 청사관리용 시설자재 구입

11월 유지보수 및 소모자재 구매

23,000,000

수의

자체

총무정보팀

043-931-5151

사회적기업

물품 18년 업무용 수첩 제작

12월 수첩 2500권, 포켓용 1000권

45,000,000

수의

자체

총무정보팀

043-931-5155

사회적기업

물품 2017년 근로자의 날 선물 구매

5월

35,000,000

입찰

자체

총무정보팀

043-931-5157

물품 2017년 창립기념일 및 추석 선물 구매

10월 인당 20만원 선에서 폐쇄몰 구성후 구매(창립기념일/추석 동시진행)

70,000,000

입찰

자체

총무정보팀

043-931-5157

용역 17년 임직원 건강검진

5월

17년 임직원 건강검진

70,000,000

입찰

자체

총무정보팀

043-931-5157

용역 17년 내부고객만족도(NIPA-CSI) 조사 용역

5월

17년 내부고객만족도(NIPA-CSI) 조사 용역

40,000,000

입찰

자체

총무정보팀

043-931-5155

용역 17년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조사

11월 17년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가칭) 상상마루 체험관 구축 용역

3월

(가칭) 상상마루 체험관 구축 용역

용역 17년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

3월

17년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

용역 17년 한마음 체육대회

4월

17년 한마음 체육대회

인당 10만원 선에서 폐쇄몰 구성후 구매

30,000,000

수의

자체

총무정보팀

043-931-5155

100,000,000

입찰

자체

총무정보팀

043-931-5155

36,000,000

입찰

자체

총무정보팀

043-931-5155

20,000,000

수의

자체

총무정보팀

043-931-5155

용역 산업통상자원 재정집행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3월
용역 정보서비스(CLEAN) 운영 유지관리 용역

200,000,000

입찰

조달

총무정보팀

043-931-5154

용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표홈페이지 재구축 용역

250,000,000

입찰

조달

총무정보팀

043-931-5156

용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서비스 운영 유지관리 용역 10월 한마루시스템 외 원내 정보서비스 운영, 유지관리

1,100,000,000

입찰

조달

총무정보팀

043-931-5156

용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자원 및 보안 유지관리 용역 10월 e-Cube센터 전산장비(인프라, 보안) 운영, 유지관리

1,900,000,000

입찰

조달

총무정보팀

043-931-5154

5월

원 대표홈페이지 제구축

물품 영상회의 장비 교체(카메라 등) 구축

2월

영상회의 장비 교체(카메라 등) 구축

20,000,000

수의

자체

총무정보팀

043-931-5154

물품 한컴오피스 2014 ILA Renewal 라이선스 구매

9월

한컴오피스 2014 ILA Renewal 라이선스 구매

46,365,000

조달구매

조달

정보보호TF팀

043-931-5192

물품 MS GAS(Government Agreement Subscription) 2013 구매
6월 XXX산업의 공급/수요자 중심의 성과분석 조사

94,050,000

조달구매

조달

정보보호TF팀

043-931-5192

물품 스팸스나이퍼 라이선스 연장

12월 스팸스나이퍼 라이선스 연장

10,800,000

조달구매

조달

정보보호TF팀

043-931-5192

물품 개인용PC 및 윈도우 서버 백신 라이선스 갱신 추진

12월 개인용PC 및 윈도우 서버 백신 라이선스 갱신 추진

25,190,000

조달구매

조달

정보보호TF팀

043-931-5192

용역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1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25,000,000

입찰

자체

산업혁신팀

043-931-5233

용역 신속처리임시허가 홍보물제작

2월

리플렛 디자인 및 인쇄(2,000부)

10,000,000

수의

자체

산업혁신팀

043-931-5233

용역 인터넷규제 및 신속처리 법무법인 자문 용역

2월

법무법인 자문

50,000,000

입찰

조달

산업혁신팀

043-931-5236

용역 SW일일교사 동영상 제작

2월

SW일일교사 동영상 제작

20,000,000

수의

자체

산업혁신팀

043-931-5232

용역 융합 신산업 규제 핵심이슈 도출 및 대응 개선 방안 연구
3월

O2O 분야 규제관련 쟁점이슈 연구

55,000,000

입찰

조달

산업혁신팀

043-931-5233

용역 국내기업 ITSW활용 연구조사

4월

국내기업 ITSW활용 현황 및 수준 조사

125,000,000

입찰

조달

전략기획팀

043-931-5218

용역 규제개선 과제 및 개선성과 DB구축

5월

과제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30,000,000

입찰

자체

산업혁신팀

043-931-5233

용역 규제개선 성과 홍보물

7월

리플렛 디자인 및 인쇄(4,000부)

30,000,000

입찰

자체

산업혁신팀

043-931-5233

용역 규제개선 체감도 조사

7월

대표성과 10건에 대한 수혜기업 및 수혜자 대상 체감도 조사

25,000,000

입찰

자체

산업혁신팀

043-931-5233

용역 ICT융합 신산업 규제개선 이슈조사 및 개선과제 발굴 2월

ICT신산업 관련 기업 또는 전문가 대상(2200개 이상) ICT규제개선 이슈조사 및80,000,000
개선 과제(155개 이상)
입찰
발굴

자체

산업혁신팀

043-931-5234

용역 ICT규제 종합 상담센터 및 ICT국민점검단 운영

2월

기업 또는 일반인 대상 ICT관련 규제상담 및 ICT국민점검단 운영

용역 2017년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 정보제공 용역

2월

정보통신방송 분야 해외진출 정보생성

용역 2017년 정보통신방송 해외정보시스템(CONEX) 개발 및2월
운영 정보통신방송
용역
해외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50,000,000

입찰

자체

산업혁신팀

043-931-5235

315,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기획팀

043-931-5515

75,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기획팀

043-931-5515

용역 K-Global 프로젝트랩 운영 지원 용역

2월

시스템 유지보수 및 K-Global 프로젝트랩 운영지원체계 구축

19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기획팀

031-778-8104

용역 초청연수 운영 대행 용역

2월

초청연수 과정 연중 운영 용역

20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협력팀

043-931-5532

용역 초청연수 서버 유지보소

3월

초청연수 서버 유지보수

23,000,000

입찰

자체

글로벌협력팀

043-931-5532

용역 미래창조과학 국제콘퍼런스 행사 운영

2월

4일간 개최되는 국제 컨퍼런스 행사 운영 지원

135,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협력팀

043-931-5537

용역 정보통신방송 장관회의 행사 운영

2월

27개국이 참석하는 장관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

134,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협력팀

043-931-5537

용역 2017 중소기업 상시지원 대행용역

4월

찾아가는 ICT수출상담회 개최 및 온라인 수출상담센터 운영

54,000,000

입찰

자체

글로벌협력팀

043-931-5535

용역 2017 동남아 로드쇼 개최 대행용역

2월

동남아 로드쇼 개최(태국, 말레이시아)

15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협력팀

043-931-5536

용역 2017 터키 로드쇼 개최 대행용역

4월

터키 로드쇼 개최

12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협력팀

043-931-5537

용역 2017 중국 로드쇼 개최 대행용역

7월

중국 로드쇼 개최

12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협력팀

043-931-5538

용역 2017 중남미 로드쇼 개최 대행용역

9월

중남미 로드쇼 개최(페루)

15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협력팀

043-931-5539

용역 1차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마케팅

1월

해외에서 개최되는 쇼케이스 대행 운영

15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협력팀

043-931-5534

용역 2차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마케팅

4월

해외에서 개최되는 쇼케이스 대행 운영

15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협력팀

043-931-5534

용역 3차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마케팅

8월

해외에서 개최되는 쇼케이스 대행 운영

16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협력팀

043-931-5534

용역 해외진출지원 사업 수요 및 만족도 조사

10월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사업 수혜자 만족도 및 수요 분석

10,000,000

수의

자체

글로벌협력팀

043-931-5534

용역 ‘17년 액셀러레이터 통합 데모데이 개최 행사 용역

9월

행사 개최 지원 용역

15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창업팀

043-931-5562

용역 2017년 K-Global 프로젝트랩 운영지원 용역

2월

운영지원 용역

20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기획팀

031-778-8104

용역 2017년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운영지원 용역

3월

운영지원 용역

22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창업팀

043-931-5551

용역 2017년 스타트업 공모전 서비스 개발 용역

2월

서비스 개발용역

19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창업팀

043-931-5556

52,000,000

입찰

자체

글로벌창업팀

043-931-5556

100,000,000

입찰

자체

글로벌창업팀

043-931-5556

45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창업팀

043-931-5557

용역 2017년 스타트업 공모전 최종피칭 및 시상식 지원 용역2월

발대식, 시상식 등 지원용역

용역 2017년 스타트업 공모전 해외진출 지원용역

해외 IR개최 지원

용역 2017년 재도전 컴백캠프 운영 용역

9월

1~2월 캠프 운영 용역

용역 2017년 VC ICT 역량강화 국내과정 운영

3월

역량강화 국내교육 과정 운영

22,000,000

입찰

자체

글로벌창업팀

043-931-5551

용역 2017년 VC ICT 역량강화 해외과정 운영

2월

역량강화 해외교육 과정 운영

22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창업팀

043-931-5551

용역 K-Global@실리콘밸리 컨퍼런스 부문 행사대행 용역 5월

미국 실리콘밸리 개최 컨퍼런스 행사 대행

100,000,000

입찰

자체

글로벌창업팀

043-931-5553

용역 SW수출마케팅 지원사업 대행 용역

3월

목표시장 대상 SW수출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행

80,000,000

입찰

자체

글로벌창업팀

043-931-5553

용역 2017년 월드프렌즈 NIPA자문단 국내외 홍보용역

1월

사업 국내외 홍보 및 지원자 안내 등

198,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기반팀

043-931-5573

용역 2018년 월드프렌즈 NIPA자문단 해외의료 및 보안지원서비스
2월 약
공급자
120명의
선정자문관의 해외의료 안전 및 보안을 위한 기관선정(1개기관, SOS) 40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기반팀

043-931-5572

용역 월드프렌즈 NIPA자문단 상반기 국내교육 실시 용역

6월

자문단 신규선발자 국내교육 실시(약 40여명, 2주간)

18,500,000

수의

자체

글로벌기반팀

043-931-5573

용역 월드프렌즈 NIPA자문단 하반기 국내교육 실시 용역

10월 자문단 신규선발자 국내교육 실시(약 40여명, 2주간)

18,500,000

수의

자체

글로벌기반팀

043-931-5573

용역 월드프렌즈 NIPA자문단 건강검진 시행 용역

11월 건강검진 시행 및 판정(약 200여명)

60,000,000

입찰

자체

글로벌기반팀

043-931-5573

용역 2018년 월드프렌즈 NIPA자문단 복무 및 성과관리 용역
11월 종합상황실 운영, 복무안전 모니터링, 위원회운영 등

198,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기반팀

043-931-5572

용역 2017년 한‧중 청년혁신창업 경진대회

2월

한‧중 청년혁신창업 경진대회 행사 대행(행사장, 상금, 전시 등)

15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기반팀

043-931-5577

용역 2017년 창조경제 글로벌 로드쇼

6월

창조경제 글로벌 로드쇼 행사 대행(전시관, 기업지원, 출장 등)

30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기반팀

043-931-5577

용역 다국적 스타벤처 육성 운영용역

2월

다국적 스타벤처 육성 사업자 관리 및 운영

50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기반팀

043-931-5576

용역 다국적 ICT 해커톤 운영용역

4월

다국적 ICT 해커톤 대회 개최 운영

20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기반팀

043-931-5576

용역 다국적 스타벤처 홍보 용역

2월

성과 모니터링, 성과/정책 홍보

20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기반팀

043-931-5571

용역 ICT 외국인 채용 박람회 개최 용역

1월

행사 홍보, 운영, 행사장 설치 등

18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기반팀

043-931-5571

용역 K-Startup 그랜드챌린지 해외홍보용역

2월

해외홍보용역

28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기반팀

031-8016-1771

용역 K-Startup 그랜드챌린지 홈페이지 개발

3월

홈페이지 개발

20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기반팀

031-8016-1771

용역 K-Starup 그랜드챌린지 운영용역

4월

프로그램 운영

300,000,000

입찰

조달

글로벌기반팀

031-8016-1771

용역 2017년 세무용역

2월

2017년 세무용역

80,000,000

입찰

자체

재무회계팀

043-931-5172

용역 재물조사 용역

7월

2017년 재물조사 용역

88,000,000

입찰

자체

재무회계팀

043-931-5172

용역 2017년 외부회계감사 용역

7월

2017년 외부회계감사 용역

27,000,000

입찰

자체

재무회계팀

043-931-5172

용역 지역VR산업진흥및인프라실태조사

4월

각지역의 VR관련 지원 정책 현황 및 인프라 등 실태 조사 분석 평가

95,000,000

입찰

자체

VR산업진흥팀

02-2132-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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