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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557호

「2021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사업」

보안솔루션 Pool 구성을 위한 공급기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CT 중소·영세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2021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신뢰성 있는 보안솔루션 공급 Pool 구성을 위하여 공급기업을 모집하고자 하니,

국내 정보보호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 6. 1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수행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o ICT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 및 솔루션 지원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보보호 역량 강화 기회 제공

o ICT 영세기업 대상 저예산으로 지속 관리 가능한 클라우드

보안서비스(SECaaS)를 지원하여 정보보호 기초 역량 확보 지원

2. 지원 내용

o 전국 600개 ICT 중소기업 대상 종합컨설팅 및 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지원

o 전국 700개  ICT 영세기업 대상 클라우드 보안서비스(SECaaS) 지원

        ※ 중소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 ICT 시설 등의 보유 규모로 중소/영세기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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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솔루션 공급 Pool 구성’개요

1. (목적) 신뢰성 있는 보안솔루션 공급 Pool을 구성하여 ICT 중소·

영세기업 맞춤형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선택·도입 지원

2. (주요 내용) 수요기업 제공용 보안솔루션 및 SECaaS 공급 Pool 구성

3. 2021년 공급 Pool 구성도

     ※ 컨설팅 종류에 따라 수요기업(중소기업)별 보안솔루션 도입 정부지원금 결정

4. 2021년 보안솔루션/SECaaS 공급 Pool 제품 및 서비스 분류

o 보안솔루션 분류

No. 분류 솔루션 유형

1

네트워크 보안

웹방화벽

2 방화벽(네트워크 방화벽, UTM, NGFW 등 포함)

3 침입방지시스템(IPS)/DDoS 차단 시스템

4 가상사설망(VPN)

5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6 무선 네트워크 보안

7

시스템(단말) 보안

악성코드/랜섬웨어 대응

8 스팸차단 솔루션

9 APT 대응

10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EDR)

11

정보유출 방지

DB보안/DB암호

12 보안USB

13 디지털저작권관리(DRM)

14 DLP(네트워크 DLP, 단말 DLP 등)

15 암호/인증 공개키기반구조(PKI)/차세대 인증(FIDO, DID, IDoT 등)

16
보안관리

취약점 분석 시스템

17 백업/복구 관리 시스템

18 기타

 ※ 2020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KISIA) 분류체계 중 중소∙영세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솔루션 유형 선별. 해당하지 않는 보안제품은 ‘기타’로 Pool 등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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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ECaaS(클라우드보안서비스) 분류

No. 솔루션 유형

1 식별/접근 관리(IAM)

2 DLP

3 웹 보안

4 이메일 보안

5 보안 감사

6 침입 관리

7 보안정보 및 이벤트 관리(SIEM)

8 암호화

9 업무 연속성과 재난 복구

10 네트워크 보안

11 취약점 검사

12 지속적인 모니터링

13 기타

 ※ 미국 Cloud Security Alliance(CSA)에서 발표한 'SECaaS 보안 분야' 활용. 해당하지 

않는 유형의 보안서비스는 ‘기타’로 Pool 등록 신청 가능

□ 공급기업 모집

1. 신청 자격

o (공통) 공급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는 국내 기업 / 재판매사(총판) 제외.

1개 제품/서비스는 1개 기업에서만 등록 가능

o (SECaaS) C-TAS*참여 가능기업이어야 함

《 *C-TAS(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

 국내외 사이버 위협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내 기업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
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 현재 C-TAS는 정보 공유를 위한 REST API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급사에서 
탐지된 정보를 API를 이용하여 전송. 연동 관련 자세한 내용은 연동 추진시 담당자와 협의 예정이며 
수요기업이 공급사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만 제공. 수요가 없는 서비스는 제공/연동 불필요

2. (접수 기간) 6. 1(화) ~ 6. 24(목) 15:00까지

3.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solutionpool@kisia.or.kr)

4. (선정 규모) 제한 없음

      ※ 2021 보안솔루션/SECaaS 공급 Pool 구성은 공급기업과 제품/서비스 검증을 위한 절차가 추가됨

      ※ 기업, 제품 및 서비스 검증 결과에 따라 Pool 등록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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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 기준) 제품/서비스 우수성, 가격 적정성, 서비스 역량,

기업 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

6. (제출 서류) 신청양식(1)의 1~3 시트, 신청양식(2)의 4~7 시트

모두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아래 제출방법에 따라 이메일 접수

No.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1

신청양식(1)

Pool  등록 신청서 (신청양식1) 
PC작성 후 원본 
(Excel) 파일 제출

필수

2 솔루션 소개서 필수

3 솔루션 단가 작성 서식 필수

4

신청양식(2)

공급 솔루션 직접개발 확약서
(신청양식2) 

PC작성, 인쇄, 
날인 후 스캔하여 
1개 파일(PDF)로 

제출

필수

5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필수

6 서약서 필수

7 개인(기업) 정보활용 동의서 필수

8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증빙서류 모두 
스캔하여 1개 

파일(PDF)로 제출

필수

9 법인인감증명서 필수

10 재무제표(최근 2년) 필수

11
신청하는 모든 제품/서비스별 브로슈어
(없을시 기업 자체 양식으로 상세소개자료 첨부)

필수

12

인증서 사본
- CC인증,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 보안기능확인서
- GS인증
- 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KISA)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부문품질성능인증(NIPA)
- 클라우드서비스품질성능확인서(TTA)
- 클라우드서비스확인서(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등

보유시

 ※ 제출서류 양식은 KISI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미비시 Pool 등록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급 Pool 등록 일정

  ※ 사업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o (문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김진주 주임

- (전화) 02-6748-2016 / (이메일) kjj@kisi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