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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DC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컨설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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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일자

2019년 1월 8일

질의 회사명 주식회사 OOOOOOO
1. CSR-004 : 웹 모의해킹 과업의 경우 원격(서울)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시나리오 기반 모의해킹은 원격(서울)에서 가능하고,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은 공사 내부에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제안요청서 7~8p. 참고)
2. CSR-005 : ISMS 대상 조직(총 70명)이 사용하는 PC에 대한 취약점 점
검을 공사 내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증심사 준비를 위
해 제안사에서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답변 : 업무용 PC의 경우 우리공사 내부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PC 취약점 점검은 본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
습니다.
(제안요청서 7~8p. 참고)
3. CSR-007 : 제안요청서 3page에 명시된 대·내외 서비스시스템(7개)
중 소스코드 진단을 수행하여야할 대상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
지에 대한 설명과 진단에 사용할 소스코드 진단도구는 공사에서 제
공하는지 아니면 제안사에서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답변 : 제안요청서 ‘Ⅲ - 1. - 가. 인증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모두
소스코드 진단 대상입니다. 소스코드 진단도구는 공사에서 제공하지
질 의
및
않습니다.
답 변 내 용 (제안요청서 3p. 참고)
4. PMR-005: 정보보호 캠페인(포켓 다이어리, 홍보 포스터 등) 실시
관련하여 제안사에서 홍보물에 대한 컨텐츠만 작성해드리면 되는지,
아니면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답변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세부내용에 포함된 내용은 과업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본 건의 기초금액은 용역수행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입니다.
(제안요청서 14p. 참고)
5. 정석적제안서 페이지수 제한 기준: 제안요청서 28page의 ‘정성제안서
정본 및 요약본은 50페이지 내외로 작성할 것을 권장함’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확인(일반적으로 정본은 요약본보다 페이지수가 많음)
답변 : 정본과 요약본의 페이지 제한을 별도로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온라인으로 기술평가 시 별도의 제안서 발표가 없이 서면으로 평가
할 것을 고려하여 제안사에서는 자율적으로 분량을 정하여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안요청서 27~28p. 참고)

질의 일자

2019년 1월 9일

질의 회사명 ㈜OOOO

1.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CSR-005’에 앱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이
과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앱 어플리케이션 대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안드로이드 : 3개, 아이폰 : 3개입니다.
2.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CSR-007’에 소스코드 진단이 과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스코드 진단 대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JAVA기반: 4개, 그 외 언어: 3개입니다.
3.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CSR-008’ 법적 준거성 점검(개인정보 포함)의
과업이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점검 항목인지 Compliance분석 관련 과
업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과업입니다.
(제안요청서 9p. 참고)
4.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규격(28P)에서 ‘정성제안서 정본 및 요약본은 50
페이지 내외로 작성할 것을 권장함.’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본과 요약
본 모두가 50페이지 내외인지 요약본만 50페이지 내외인지 확인 부탁
답변내용
드립니다.
답변 : 정본과 요약본의 페이지 제한을 별도로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온라인으로 기술평가 시 별도의 제안서 발표가 없이 서면으로 평가할
것을 고려하여 제안사에서는 자율적으로 분량을 정하여 제안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제안요청서 27~28p. 참고)
질 의

및

5. 자체적인 ISMS인증 취득 목표일이 있다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2019년 10~11월경 ISMS 인증 취득이 목표입니다.
6. 인증범위내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위치가 한곳에 있는지 여러곳에 있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원격점검과 조
치가 한곳에서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인증 범위 내 정보시스템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으나 공사 내 지
정된 시스템에서 원격 점검 및 조치가 가능하게 환경설정이 가능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