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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1) 사업명 :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및 의정부 캠퍼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
2.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202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의정부에 건립 중인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및 의정부캠퍼스에 네트
워크 구축 필요.
2) 유,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용량 및 고속 통신 환경 구성
3)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병원정보시스템 서비스 지원, 보안 강화 및 캠퍼스 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어디서나 무선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캠퍼스 기반 구축
3. 사업 추진일정 및 기간
1) 제출기한 : 2020년 6월 11일 16시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 개월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4) 사업자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5) 제 출 처 :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전산팀
6) 제출방법 : 제안사가 직접 제출하며 제출기한이 경과하거나 우편접수는 불가
7) 문 의 처 : 통합전산센터

담당

소속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통합전산센터

센터장

강민수

031-740-7153

통합전산센터

운영팀장

최동훈

042-259-1163

통합전산센터

파트장

안대성

02-740-8471

8) 추진일정

사업구분

사 업 추 진 일 정
5

6

7

8

9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장비 발주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설치 및 연동
네트워크 구성 및 테스트

통합

단위테스트

의료정보 통합테스트
(HIS)
안정화(OPEN)

※ 위의 일정은 을지의료원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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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12

1

2

오픈

4. 네트워크 구성(안)
1)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병원망) 네트워크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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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환자망) 네트워크 구성(안)

3) 의정부캠퍼스 네트워크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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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요청 내용

1. 일반 사항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등의 내용에 준하여 수행 하여야 한
다.
2)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부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관련 요소에 대하여 차별화하는 사
항들에 대해서는 제안사에서 추가 제안할 수 있다.
3)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장비사양은 장비 세부기술규격에 명시된 제품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
며 명시된 기능 이상의 성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제안업체는 요구 조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타당성이 충분한 구축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제시된
시스템 기능, 장점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5) 제안요청서에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 부담으로 서비스 제
공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6) 본 사업에 제안되는 설치방법, 자재, 제품 등에 대해서는 계획성, 설치 용이성, 유지관리, 안정
성, 경제성, 환경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제안된 장비의 기능 및 장비 등은 최신 기술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며, 요구된 기능과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고, 제안 시스템은 현재 가장 안정적인 평가받는 제품으로 제시하고 의료정보망
과 관련하여 호환성 및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8) 제안사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9) 제안사는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및 의정부 캠퍼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의 목표, 범위, 요건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 한 후 제안하여야 하고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함
10) 제안사는 증설 시 확장 가능하도록 제안하여야 함.
11) 제안사가 제안한 물품(HW, SW(솔루션 포함))은 기술협상 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음.
12) HW, SW(솔루션 포함), 개발부분의 구매 계약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및 의정부 캠퍼스 네
트워크 구축 사업』과 통합되어 체결될 수 있으며, 통합 체결 시, 계약 주체는 주사업자와 당사
로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음
13) 본 사업에 소요되는 인프라 도입 항목은 주사업자와 당사 간 구성요소와 수량을 확정 후 계
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조정(사업
범위 조정)될 수 있음
14) 우선협상 업체 선정 후, 제안사가 제안한 HW, SW(솔루션 포함)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는 우선협상 기간 및 인프라 도입 항목의 구성요소와 수량 확정 전까지 변경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성실히 협의에 응해야 함.
15)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완공일정 및 개원에 따른 인프라 구축 사업이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연기 또는 구축 사업 전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연에 따른 책임이 있음
16) 구축(검수 완료)후 3년 동안(H/W, S/W포함) 납품한 장비의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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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하여야 한다.

2. 납품 및 설치
1) 본 사업과 관련 공사 및 납품하는 모든 장비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규격 및 요구사항 이상
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무선랜은 충분한 인터넷 서비스 품질과 음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구성한다.
3) 납품하는 모든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케이블, 전원 등의 설치 공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현장조사, 물품공급, 설치 및 시험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동작 및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모든 장비(H/W, S/W 등)의 납품, 설치, 시험, 공사 및 보안사항 등에 대한 일괄 책임
을 가지며, 계약자의 주관·책임 하에 제조사, 관련 업체(기관)와 협의하여 정상적인 가동 및 서비
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공사 및 납품, 시험운영 중 파손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A/S는 불허하며 동일 규격 이상의 신
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공사 및 납품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커
스터마이징 되어야 한다.
8) 제안하는 모든 제품은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규격 및 수량 이상이어야 하고 제안하는 제품의 규
격, 주요기능, 성능, 특징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9) 본 사업위해 납품하는 물품은 검수일 기준 1년 이내 단종 되지 않을 제품이어야 한다.
10) 주요 장비(H/W 및 S/W 등)에 대하여는 정품인증서 및 A/S 확약서, 기술지원에 대한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은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공급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여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선스(저작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13) 제안요청 내용의 규격 및 사양은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변경 시 관련 공인기관, 정부, 학회, 협
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와 신뢰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비교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
14) 계약자는 계약시 품명, 모델명(제조사), 버전, 세부규격, 구성(도) 방안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15)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납품상세내역서 및 작업별/공정별 설치 추진일정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및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에서 안정적으로 병원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
한 IP 및 인증체계를 포함한 전체 네트워크 설계를 계약 후 3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17)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및 의정부캠퍼스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Open 후 구축에 참여한 전
문 엔지니어(고급 이상)가 3개월 상주하여 교육 및 안정화을 지원하여야 한다.
18) 광점퍼코드 및 UTP 점퍼코드(CAT6)작업을 포함하여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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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본스위치 와 워크그룹스위치 간 광 점퍼코드 작업
- 워크그룹스위치와 패치 판넬 간 UTP점퍼코드(CAT6) 작업
- IDF의 PATCH PANEL 결선 작업
- 통합전산센터 내 광케이블 및 UTP케이블 공사 등
3.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ECR)
보안 요구사항
(SER)
품질 요구사항
(QUR)
제약사항
(COR)
프로젝트관리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OOO-000

45

Security Requirement

SER-OOO-000

3

Quality Requirement

QUR-OOO-000

3

Constraint Requirement

COR-OOO-000

3

PMR-OOO-000

12

PSR-OOO-000

6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합계

72

4. 요구사항 목록표
연번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ECR-장비공통-001

시스템 장비 구성

2

ECR-장비공통-002

소프트웨어 구성

3

ECR-장비공통-003

보안제품 구성

4

ECR-인프라(병원_업무망)-001

백본 HW 규격

5

ECR-인프라(병원_업무망)-002

워크그룹 스위치 HW 규격

6

ECR-인프라(병원_업무망)-003

PoE 스위치 HW 규격

7

ECR-인프라(병원_업무망)-004

서버팜 스위치 HW 규격

8

ECR-인프라(병원_업무망)-005

가상화 스위치 HW 규격

9

ECR-정보보안(병원_업무망)-001

메인 방화벽 HW 규격

10

ECR-정보보안(병원_업무망)-002

서버팜 방화벽 HW 규격

11

ECR-정보보안(병원_업무망)-003

IPS HW 규격

12

ECR-정보보안(병원_업무망)-004

DDoS HW 규격

13

ECR-정보보안(병원_업무망)-005

통합네트워크관리 HW 규격

14

ECR-정보보안(병원_업무망)-006

웹 방화벽 HW 규격

15

ECR-정보보안(병원_업무망)-007

QoS HW 규격

16

ECR-정보보안(병원_업무망)-008

SSL-VPN HW 규격

17

ECR-무선(병원_업무망)-001

AP HW 규격

18

ECR-무선(병원_업무망)-002

인증서버 HW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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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9

ECR-서버(병원_업무망)-001

가상화서버 HW 규격

20

ECR-서버(병원_업무망)-002

가상화 S/W 규격

21

ECR-서버(병원_업무망)-003

스토리지 HW 규격

22

ECR-서버(병원_업무망)-004

SAN 스위치 HW 규격

23

ECR-서버(병원_업무망)-005

망연계 솔루션 규격

24

ECR-인프라(병원_환자망)-001

백본 HW 규격

25

ECR-인프라(병원_환자망)-002

워크그룹 스위치 HW 규격

26

ECR-인프라(병원_환자망)-003

PoE 스위치 HW 규격

27

ECR-무선(병원_환자망)-001

AP HW 규격

28

ECR-인프라(학교_학내망)-001

백본 HW 규격

29

ECR-인프라(학교_학내망)-002

워크그룹 스위치 HW 규격

30

ECR-인프라(학교_학내망)-003

PoE 스위치 HW 규격

31

ECR-정보보안(학교_학내망)-001

방화벽 HW 규격

32

ECR-정보보안(학교_학내망)-002

QoS HW 규격

33

ECR-무선(학교_학내망)-001

AP HW 규격

34

ECR-무선(학교_학내망)-002

인증서버 HW 규격

35

ECR-서버(학교_학내망)-001

무선인증프락시서버 규격

36

ECR-서버(학교_학내망)-002

스마트 출결관리 솔루션 규격

37

ECR-인프라(학교_기숙사망)-001

백본 HW 규격

38

ECR-인프라(학교_기숙사망)-002

워크그룹 스위치 HW 규격

39

ECR-인프라(학교_기숙사망)-003

PoE 스위치 HW 규격

40

ECR-정보보안(학교_기숙사망)-001

방화벽 HW 규격

41

ECR-정보보안(학교_기숙사망)-002

QoS HW 규격

42

ECR-무선(학교_기숙사망)-001

AP HW 규격

43

ECR-무선(학교_기숙사망)-002

AP HW 규격(데크 주차장)

44

ECR-무선(학교_기숙사망)-003

유무선 공유기 HW 규격

45

ECR-인프라(관사)-001

워크그룹 스위치 HW 규격

5. 요구사항 내용
1) 도입 대상 세부 목록(병원 업무망)
번호

품목

수량

1

백본스위치

2

2

워크그룹스위치

191

3

워크그룹스위치(PoE)

53

4

서버팜스위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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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5

가상화스위치

2

6

SAN스위치

2

7

메인방화벽

2

8

서버팜방화벽

2

9

IPS

1

10

DDoS

1

11

통합네트워크관리

1

12

웹방화벽

1

13

QoS

1

14

SSL VPN

1

15

무선 AP

361

16

인증서버

2

17

가상화서버

10

18

가상화S/W

1

19

스토리지

1

20

망연계 솔루션

2식

자료연계(1식), 스트림연계(1식)

비고

NMS(유선:300)

3,000 Device

2) 도입 대상 세부 목록(병원 환자망)
번호

품목

수량

1

백본스위치

1

2

워크그룹스위치

6

3

워크그룹스위치(PoE)

49

4

무선 AP

217

3) 도입 대상 세부 목록(학교 학내망)
번호

품목

수량

1

백본스위치

1

2

워크그룹스위치

25

3

PoE스위치

9

4

QoS

1

5

방화벽

1

6

무선 AP

58

7

인증서버

1

8

무선인증프락시서버

1

9

스마트출결솔루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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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4,000 Device

4) 도입 대상 세부 목록(학교 기숙사망)
번호

품목

수량

1

백본스위치

1

2

QoS

1

3

방화벽

1

4

워크그룹스위치

25

5

워크그룹스위치(PoE)

8

6

무선 AP

27

7

무선 AP(데크주차장)

6

8

유무선공유기

272

9

관사 워크그룹스위치

1

비고

6. 공통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도입장비 공통 구성 요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장비공통-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정의

시스템 장비 구성 공통 요건
❍ 모든 도입 또는 제안되는 규격, 구성요건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야 한
다. (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페이지, 제안사항, 제안페이지, 만족 여부 등)
❍ 제안업체는 규격 및 성능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제품이 검수완료일 기준 1년 이내 단종 될 경우 동일 성능이상 신제
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 제안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
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이에
세부
내용

응해야 한다.
❍ 각 분야별 제품은 설치시점에 요구 성능과 규격 이상의 국내 Reference
Site를 가진 최신 제품이어야 한다.
❍ 하드웨어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시스템의 정상 동작을 위한 필수
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시 사전에 환경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추가 공사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배치장소 상황에 따라 장비(통신장비 or 서버 등) 설치 시 제반
시설공사(랙 추가 설치 및 전기공사, 케이블 포설 등)는 사업자의 사업범
위이며, 공사와 관련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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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구축 후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
다.
❍ 도입되는 장비는 품질에 대한 제품보증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 공급증
명서와 제시한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자료 를 제출하며, 만약 이러한
공인자료를 제출 할 수 없을 경우 서버의 구체적인 성능확인 방법 및 절
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기간은 제품검수 후 36개월로(S/W, H/W) 하며, S/W 및 HW의
하자(설계, 성능, 제작, 설치 등) 발생 시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동일 장비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제안 제품(H/W, S/W)은 상호 운용성, 호환성, 안정성 및 확장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 무선 AP는 실사 후 반드시 2x2 MU-MIMO, 4x4 MU-MIMO 기종은 혼용
해서 제안한다.
❍ 스위치 GBIC는 구성 및 광케이블 포설 정보를 확인하여 구성상 문제없이
제안함.
❍ 제안하는 네트워크 백본 및 스위치 장비는 최근 3년 이내 단일 밴더 제품
으로 600병상 이상 구축한 실적이 있는 제품 이어야한다.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도입장비 공통 구성 요건
ECR-장비공통-002
소프트웨어 구성
소프트웨어 구성 공통 요건
❍ 도입 소프트웨어의 패치 및 업그레이드 무상유지보수는 제품 검수 후
3년으로 한다.
❍ 모든 납품 제품에 대한 제조사의 공급자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해야한다.
❍ 제안 제품은 제안 성능이 미달하거나, 검수완료 후 1년 이내에 단종되는
경우 제안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무상으로 교체해야한다.
❍ 세부 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도입장비 공통 구성 요건
ECR-장비공통-003
보안제품 구성
보안제품 구성 공통 요건
❍ 모든 납품 제품(H/W, S/W, OS)은 검수완료 후 최소 3년 이상 장애조치,
기능개선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 모든 납품 제품에 대한 제조사의 공급자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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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한다.
❍ 제안제품은 제안 성능이 미달하거나, 검수완료 후 1년이내에 단종되는
경우 제안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무상으로 교체해야한다.
❍ 세부 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7. 주요 요구사항
1) 장비 세부 규격서
※ 이하의 세부기준에 제시된 제품은 요구 성능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제시되었음. 이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제안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인프라(병원_업무망)-001
백본 HW 규격
스위치 H/W
❍ 도입 품목 : 백본스위치
❍ 도입 수량 : 2식
❍ 시스템 사양
- 스위칭 용량 : 30Tbps 이상 용량 제공
- 슬롯당 3.84Tbps 용량 제공
- Slot 수 : 10(제어슬롯 포함)
- IPv4 라우팅 : 128,000 이상 지원
- IPv6 라우팅 : 32,000 이상 지원
❍ 시스템 지원 기능
- Non-Blocking 스위치 구조로 고성능의 Switching 및 Routing 기능
- 엔진, 패브릭, 전원모듈은 Redundancy 기능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모든 모듈(제어, FAN, I/O, Power)은 Hot Swapping 기능
- 무중단 OS업그레이드 기능
- 하드웨어 방식의 IPv4,IPv6 라우팅 기능
- Unicast protocol(RIPv2, EIGRP, OSPFv2, BGP, IS-IS), Multicast
protocol(PIM-SM, IGMP, IGMP snooping, MSDP)기능 제공
- Policy Based Routing(PBR) 기능 제공
- STP (802.1d, 802.1s, 802.1w, Rapid-PVST+), IGMP v1/2/3 제공

- SNMP v1/v2/v3 지원
- 802.1w, 802.1s ,802.3ad 기능제공
- 포트 모니터링 기능 제공
- VLAN (Port VLAN, Tag-VLAN (IEEE802.1Q) 지원
- 게이트웨이 이중화 프로토콜(HSRP, VRRP) 지원
O 제공 포트(GBIC)
- 10G SFP+ 타입 96포트 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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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0/1000 타입 48 포트 이상 제공
- 포트 수에 맞는 모든 트랜시버 제공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인프라(병원_업무망)-002
워크그룹 스위치 HW 규격
스위치 H/W
❍ 도입 품목 : 위크그룹스위치
❍ 도입 수량 : 191대
❍ 시스템 사양
- 128Gbps 이상의 스위칭 용량 지원
- 24포트 이상의 10/100/1000Base-T 포트 지원
- Uplink포트는10Gbps 4포트 이상 제공
❍ 시스템 지원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IEEE 802.1Q VLAN Trunking, IEEE 802.3ad 표준 Link
세부
내용

Aggregation, RSTP/STP 지원을 통해 Loop 방지기능 지원
- 802.1ab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 지원
- 16,000개 이상의 MAC Address 제공
- 4,000개 이상의 Vlan 제공
- Broadcast storm control 제공
- DHCP Snooping을 이용한 비 허가된 DHCP 서버 탐지 기능 지원
- Port Mirroring 및 원격 패킷 캡쳐 기능 지원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백본스위치와 동일제조사 장비로 제공
❍ 제공 포트(GBIC)
- 10G 382 Port SFP+ 제공

요구사항 분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인프라(병원_업무망)-003
요구사항 명칭
정의

PoE 스위치 HW 규격
스위치 H/W 규격
❍ 도입 품목 : PoE 스위치
❍ 도입 수량 : 53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시스템 사양
세부
내용

- 128Gbps 이상의 스위칭 용량 지원
- 24포트 이상의 10/100/1000Base-T 포트 지원
- Uplink포트는10Gbps 4포트 이상 지원
- IEEE802.11af/at 규격의 PoE(Power over Ethernet) 지원
❍ 시스템 지원 기능
- IEEE 802.1Q VLAN Trunking, IEEE 802.3ad 표준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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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gation, RSTP/STP 지원을 통해 Loop 방지기능 지원
- 802.1ab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 지원
- 16,000개 이상의 MAC Address 제공
- 4,000개 이상의 Vlan 제공
- Broadcast storm control 제공
- DHCP Snooping을 이용한 비 허가된 DHCP 서버 탐지 기능 지원
- Port Mirroring 및 원격 패킷 캡쳐 기능 지원
- 자동 펌웨어 및 패치 업데이트 지원
- 클라우드를 통한 간편한 관리, 모니터링, 제어 제공
- Email alerts 제공
- IPv4 and IPv6 ACLs 지원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선랜 AP와 동일 제조사 장비로 제공
❍ 제공 포트(GBIC)
-10G 106 Port SFP+ 제공
요구사항 분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인프라(병원_업무망)-004
요구사항 명칭
정의

서버팜 스위치 HW 규격
스위치 H/W 규격
❍ 도입 품목 : 서버팜 스위치
❍ 도입 수량 : 4대
❍ 시스템 사양
- 3.6Tbps 이상의 Switching Fabric 용량 지원
- CPU 4core, System Momory 24GB 지원
- 2.6Bpps Throughput 지원
- 1G/10G/25Gbps(SFP) 인터페이스 최대 48포트 지원
- 40G/100Gbps QSFP28 6포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최대 64개의 ECMP(Equal Cost Multi Path) 기능 제공
세부

- 최대 16,000개의 Virtual Routing 기능 지원

내용

- 최대 256,000 MAC address entries 제공
- 최대 896,000 IP host entries 제공
- 최대 32,000 Multicast routes 제공
- 최대 512개의 Port-channel 기능 제공
❍ 시스템 지원 기능
- 팬, 전원 이중화 및 Hot Swap 지원
- Layer 2 프로토콜
Ÿ

802.1w, 802.1s, 02.3ad, 802.1x 기능 제공

Ÿ

3,900개 이상의 VLAN 기능 제공

- Layer 3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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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RIPv2, OSPF, BGP 기능 제공

- Multicast protocol
Ÿ

IGMP Snooping v1,2,3, PIM-SM, SSM, MSDP 지원

- RADIUS, TACAS+ 기능 제공
- SPAN/ESPAN 기능 제공
- Syslog, Telnet, SSHv2, LLDP 기능 제공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백본스위치와 동일제조사 장비로 제공
❍ 제공 포트(GBIC)
- 1G/10G SFP/SFP+ 타입 192 포트 이상 제공
(1G SFP 48 포트, 10G SFP+ 144 포트)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인프라(병원_업무망)-005
가상화 스위치 HW 규격
스위치 H/W 규격
❍ 도입 품목 : 가상화 스위치
❍ 도입 수량 : 2대
❍ 시스템 사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3.6Tbps 이상의 Switching Fabric 용량 지원
- CPU 4core, System Momory 24GB 지원
- 2.6Bpps Throughput 지원
- 1G/10G/25Gbps(SFP) 인터페이스 최대 48포트 지원
- 40G/100Gbps QSFP28 6포트 지원
- 최대 64개의 ECMP(Equal Cost Multi Path) 기능 제공
- 최대 16,000개의 Virtual Routing 기능 지원
- 최대 256,000 MAC address entries 제공
- 최대 896,000 IP host entries 제공
- 최대 32,000 Multicast routes 제공
- 최대 512개의 Port-channel 기능 제공
❍ 시스템 지원 기능
- 팬, 전원 이중화 및 Hot Swap 지원
- Layer 2 프로토콜
- 802.1w, 802.1s, 02.3ad, 802.1x 기능 제공
- 3,900개 이상의 VLAN 기능 제공
- Layer 3 프로토콜
- RIPv2, OSPF, BGP 기능 제공
- Multicast protocol
- IGMP Snooping v1,2,3, PIM-SM, SSM, MSDP 지원
- RADIUS, TACAS+ 기능 제공
- SPAN/ESPAN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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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log, Telnet, SSHv2, LLDP 기능 제공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백본스위치와 동일제조사 장비로 제공
O 제공 포트(GBIC)
- 1G/10G SFP/SFP+ 타입 60 포트 이상 제공
(1G SFP 12 포트, 10G SFP 48 포트)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정보보안(병원_업무망)-001
메인 방화벽 HW 규격
방화벽 H/W 규격
❍ 도입 품목 : 방화벽
❍ 도입 수량 : 2식
❍ 시스템 사양
- 인터페이스 : 10/100/1000 8 Port 와 1G SFP Interfaces 4 Port 이상 제공
- 메모리 및 저장공간 : 메모리 16GB 이상 제공, 저장 공간 2TB 이상 제공
❍ 시스템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방화벽 성능 : 40Gbps 이상 제공
세부

- 방화벽 최대 동시 처리 세션 성능 : 600만 이상 제공

내용

- 전원 이중화 및 이중화 구성 기능 제공
- IPv4 라우팅 프로토콜(RIP, OSPF, BGP 등) 및 정책 기반 라우팅 기능
제공
- 도메인 정책(URL객체) 적용 및 DNS 지정을 통한 도메인 IP정보 수집
- QoS 지원
❍ 보안 인증
- 국가정보원 CC(EAL4) 인증 제품 제공
- GS인증, IPv6인증 제품 제공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정보보안(병원_업무망)-002
서버 팜 방화벽 HW 규격
서버 팜 방화벽 H/W 규격
❍ 도입 품목 : 서버팜 방화벽
❍ 도입 수량 : 2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사양
- 인터페이스 : 10/100/1000 8 Port 와 1G SFP Interfaces 8 Port 와 10G
SFP Interfaces 4 Port 이상 제공
- 메모리 및 저장공간 : 메모리32GB 이상 제공, 저장 공간 2TB 이상 제공
❍ 시스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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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벽 성능 : 50 Gbps 이상 제공
- 방화벽 최대 동시 처리 세션 성능 : 1,500만 이상 제공
- 전원 이중화 및 이중화 구성 기능 제공
- IPv4 라우팅 프로토콜(RIP, OSPF, BGP 등) 및 정책 기반 라우팅 기능
제공
- 도메인 정책(URL객체) 적용 및 DNS 지정을 통한 도메인 IP정보 수집
- QoS 지원
❍ 보안 인증
- 국가정보원 CC(EAL4) 인증 제품 제공
- GS인증, IPv6인증 제품 제공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정보보안(병원_업무망)-003
IPS HW 규격
IPS H/W 규격
❍ 도입 품목 : IPS
❍ 도입 수량 : 1식
❍ 시스템 사양
- 인터페이스 : 10/100/1000 8 Port 와 1G SFP Interfaces 4 Port 이상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메모리 및 저장공간 : 메모리 16GB 이상 제공, 저장 공간 1TB 이상 제공
- IPS Throughput : 10Gbps 이상
❍ 시스템 기능
- 탐지 / 차단 모드 지원
- 실시간 분석 및 차단 허용 행위 제어 기능 제공
- 애플리케이션 인지 및 제어 기능 제공
- CC인증 획득 제품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정보보안(병원_업무망)-004
DDoS HW 규격

구

DDoS H/W 규격
❍ 도입 품목 : DDoS

사

❍ 도입 수량 : 1

항

세부

상

내용

❍ 시스템 사양
- 인터페이스 : 10/100/1000 8 Port 와 1G SFP Interfaces 4 Port 제공

세

- 메모리 및 저장공간 : 메모리 32GB 이상 제공, 저장 공간 2TB 이상 제공

설

(단. 로그 저장장치가 없는 경우 별도의 저장장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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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기능
- CC인증 획득 제품
- 자동 트래픽 학습 방어 기능 제공
- 비정상 패킷 방어/프로토콜별 임계치를 통한 대역폭 공격 방어
- 프로토콜 취약점, 응용 계층 방어 기능 제공
- 발신지별 Flooding 방어

명

- Flooding 공격 방어 (SYN/TCP/UDP/ICMP 등)
- Fragmentation Flooding 방어
- HTTP Request Flooding, HTTP CC 공격 방어
- DNS 공격 방어 (Query Flooding 등)
- Spoofed IP 공격 방어/세션 기반 공격 방어/알려지지 않은 공격 방어
- 정밀 탐지를 위해 양방향 트래픽을 분석하여 DDoS 공격을 탐지 및 차단

요구사항 분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정보보안(병원_업무망)-005

요구사항 명칭
정의

통합네트워크관리시스템 HW 규격
통합네트워크관리시스템 H/W 규격

❍ 도입 품목 : 통합네트워크관리시스템
❍ 도입 수량 : 1식
- 시스코 유선 NMS 시스템 제공
- 위젯 형태의 대시보드 기능 지원
- 운영자별 별도의 대시보드 화면 구성 및 접속 권한 제공
- Topology Map 상에서 장비 / 회선에 대한 요약 정보 지원
- 실시간 이벤트 및 이력에 대한 이벤트 티켓 및 조치내역 등록 및 관리 기
능
- Trap, Syslog 메시지에 대한 단어 단위의 필터링 / 한글 변환 기능, 필터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된 메시지에 대한 이벤트 검색 기능 지원
세부
내용

- Syslog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Syslog를 등급별 발생건수, 장비별
발생건수, 시간별 발생 추이 등의 통계 정보 제공
- 장비 / 회선 성능 값에 대한 임계치 기반 이벤트 지원
- 장애 발생한 이벤트 정보를 Mail 경보 메시지 전송
- 네트워크 스캔 및 Auto-Discovery(변경장비 검색) 기능 지원
- 학습임계치를 적용하여 성능데이터의 상대적 변동량에 대한 임계치 설정
제공
- 성능 지표 외 추가 지표에 대한 사용자 정의 등록 및 관리 기능 지원
- 임의 성능 지표에 대한 임계치 설정을 통해 이벤트 생성 및 통보 기능
- 일/주/월 및 설정한 기간의 종합운영보고서 제공
- 개인 및 그룹 별 보고서 자동화 메일링 서비스 제공
- NetFlow를 통한 Flow data 의 실시간 수집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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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시스템에서 트래픽 수집, 분석, 네트워크 자원 관리 기능 지원
- Configuration 관리 기능 제공
- 스위치에 연결된 사용자 IP, Hostname, Mac Address 정보수집 하고 이력
관리 기능 지원
- ISE(Identity Service Engine)와 통합하여 모바일기기 자동 프로파일링 및 자
동 정책 적용 지원
- CleanAir® integration 지원
- DNA Center Co-Existence 지원
- NMS 제공(유선: 300)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정보보안(병원_업무망)-006
웹 방화벽 HW 규격
웹 방화벽 H/W 규격
❍ 도입 품목 : 웹 방화벽
❍ 도입 수량 : 1식
❍ 시스템 사양
- CPU : 20CORE 2.4GHz 이상 지원
- Memory : 32GB 이상 지원
- HDD : 1TB 이상 지원
- 1G 2Port 또는 10G 2Port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Power : Dual Power 지원
❍ 시스템 기능
- 국가정보원 CC(EAL4)이상 인증 및 GS인증 제품
- 하드웨어 일체형의 Appliance 제품
- HTTP성능 (145,000CPS이상 / 6G) Throughput 지원
- HTTPS성능 (30,000CPS이상 / 5.5G) Throughput 지원
- In-Line, One-Armed, Sniffing, Mirroring , Reverse Proxy, T.Proxy등의
다양한 구성모드 지원
- 관리자별 권한 설정 및 접근 제어 IP 기능 제공
- 다양한 항목의 통계보고서 및 자동 보고서 생성 및 이메일 발송 기능 제공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
정의
사항
상세
설명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정보보안(병원_업무망)-007
QOS HW 규격
QOS H/W 규격

세부

❍ 도입 품목 : QOS

내용

❍ 도입 수량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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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사양
- 인터페이스 : 1G 2Port , 10G 2Port 이상 제공
- 대 역 폭 : Up to 4Gbps 이상 제공
- 안 정 성 : Fail-Over시, 내장 Bypass 지원
❍ 모니터링 및 분석
-

실시간(1초 단위) 트래픽 현황 모니터링 그래프 제공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상위 사용자(IP), URL을 실시간으로 분석
시간, 기간(일/주/월)별 트래픽 통계 분석 기능 제공
L7정보(Session)에 대한 실시간(1초 단위) 모니터링 기능
모니터링 중 즉각적인 차단/제어 가능 (내, 외부 IP, Session)

❍ 트래픽 제어 및 차단
- IP, Application, Group에 대한 트래픽 속도 보장 및 제어 기능
- Http 트래픽의 파일크기에 따른 대역폭 상세 제어 기능
- 시간, 요일 별 정책 스케쥴링 기능
- pps, bps, session 임계치를 이용한 자동 제어/차단/모니터링 기능
- Host, Domain, URI을 통한 Site 차단 및 차단페이지 전송(Redirect)
❍ 보고서
- IP (사용자, 서버)에 대한 상세 통계 분석 보고서 제공
❍ 관리기능
- 전원을 포함한 S/W, H/W Fail-Over시, Bypass 지원
- 이벤트(임계치 초과, Bypass, DDoS 공격)발생 시 SMS, E-Mail
발송을 통한 Alarm 기능 제공
- 웹 기반의 패킷덤프(Dump) 및 캡쳐(Capture) 기능 지원
❍ 인증서
- GS인증, IPv6인증 제품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정보보안(병원_업무망)-008
SSL-VPN HW 규격
SSL-VPN H/W 규격
❍ 도입 품목 : SSL-VPN
❍ 도입 수량 : 1식
- 1G Copper 6ports인터페이스 지원
- HDD 1TB 이상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국가정보원 CC인증 EAL 4 등급 만족
- Mobile용 SSL VPN 라이선스 50 개 이상 제공
- PC용 SSL VPN 라이선스 50 개 이상 제공
- 검증필 암호모듈(ARIA, SEED, LEA)를 탑재한 CC인증 제품
- Chrome, Firefox, Opera 브라우저 지원을 포함한 CC인증 획득 제품
- 3가지 방식의 터널 운영모드 지원
- 2가지 방식의 웹 로그인 방식 제공(Active X, Non Active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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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사설인증서 및 APP OTP 지원
- TCP 최적화 기능제공
- 다양한 Client Agent 제공(Windwos, Linux, Mac OS, Android, iOS 등)
- SSL Server 인증서 등록 기능 제공
- QoS(Quality of Service)기능 지원(속도 제한)
- 사용자 종류별 그룹 설정 및 정책 설정 기능 제공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무선(병원_업무망)-001
AP HW 규격
Access Point H/W 규격
❍ 도입 품목 : Access Point
❍ 도입 수량 : 361대
❍ 시스템 사양
- 무선랜 표준 지원: 802.11a/b/g/n/ac Wave2 동시 지원
- 무선 Radio: 2.4GHz 및 5GHz 동시 지원(2x2 MU-MIMO, 2 Spatial

Streams) 혹은 2.4GHz 및 5GHz 동시 지원(4x4 MU-MIMO, 4 Spatial
Streams) 이상 제공
- 10/100/1000 Base-T * 1Port 이상 지원
- PoE+(802.3at)를 통한 전원공급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
정의
사항

세부

❍ 시스템 지원 기능
- WIPS, WIDS 및 RF 모니터링 지원
- 내장 BLE(Bluetooth Low Energy) Radio 제공
- Layer 3/Layer 7 Firewall 정책 설정 지원
- L2/L3 로밍 기능제공
- 어플리케이션 기반 QoS 적용 및 대역폭 통제 기능 지원
- 암호화, 인증 기능
- WEP, WPA, WPA2-PSK, WPA2-Enterpise with 802.1X 지원
- AES, TKIP 기능 지원
- 퍼블릭 클라우드 AP를 통하여 위치 정보(Location) 제공
- 무선랜 관리 스펙트럼 분석 내역 지원
- 무선 장애 등 이벤트 발생시 운영자에게 전송 기능 제공
- 자동 Firmware 및 Patch 업데이트 기능 제공
- Map 또는 평면도에서 무선랜 단말의 위치 정보 표시 기능 지원
- 단말 위치에 대한 분석 정보 지원(사용자 단말 및 방문객 분석 가능)
❍ 실사 후 반드시 2x2 MU-MIMO, 4x4 MU-MIMO 기종은 혼용해서 제안한다.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무선(병원_업무망)-002
무선인증 HW 규격
무선인증 H/W 규격

❍ 도입 품목 : 무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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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수량 : 2식
❍ 시스템 사양
- CPU : Quad Core 3.0GHz (1ea) 이상 제공
- HDD : 500GB * 2ea 이상 제공
- Memory : 8GB 이상 제공
- NIC : 10/100/1000 4port이상 제공
❍ 시스템 기능
- License : Device(ID+PW) 기준 3,000 License 제공
상세
설명

- AAA 표준 지원 (Radius Protocol 지원)
내용

- Wi-Fi인증을 위하여 IEEE802.1x EAP-MD5, TLS, TTLS, PEAP,
LEAP를 표준 지원
- 관리자 보안 접속을 위해 HTTPS 기반의 웹 접속을 지원
- 주관리자와 다수의 중간 관리자 생성 기능을 지원
- 사용자 별 접속 위치/시간/요일 별 접속제어을 지원
- IT보안인증사무국 CC평가 EAL4 CC인증 제품의 동일한 모델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을 득한 제품
- 사용자 및 단말구분에 의한 접근제어 기능 제공
- 사용자 별 인증현황 및 각종 리포트 기능 제공
O 라이센스 : 3000 디바이스 이상 제공

요구사항 분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서버(병원_업무망)-001

요구사항 명칭

가상화관리서버 HW 규격

정의

서버 H/W 규격
❍ 도입 품목 : 가상화관리서버
❍ 도입 수량 : 10식
❍ 시스템 사양
- 2U RACK Type
- intel Xeon Gold 6226R 2.9GH * 2CPU 16 Core 이상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DDR4 2933MT/s, 최대 7.6TB, 24 DIMMs 지원
세부

- 480GB 이상 제공

내용

- Hot-plug 2.5인치 최대 28개 이상 지원
- SAS 12G 300GB * 2EA 이상 제공
- PCI-Express 슬롯 최대 8개 이상 지원(기본 6개 제공)
- NIC 1GE * 4Port 이상 제공
- NIC 10GE * Dual Port * 2EA 이상 제공
- HBA 16Gbs * Dual Port * 2EA 이상 제공
❍ 시스템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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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D-RW 제공
- 주요 부품 (전원공급장치,냉각팬 등)의 Redundant 구성 및 Hot swap 기능
제공
- 긴급 복구를 위한 리셋 스위치 제공
- 장애 시 긴급 원인파악을 위한 전면 메모리 덤프추출 스위치 제공
❍ KVM Console Switch Adapter (Cable 포함) 제공
❍ 19인치 42U 표준, 제조사 정품 랙
- PDU 포함(이중화 구성)
요구사항 분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서버(병원_업무망)-002
요구사항 명칭
정의

가상화 S/W 규격
가상화 S/W 규격
❍ 도입 품목 : 가상화 S/W
❍ 라이센스 도입 수량 : 가상화(600User) , VDA(600User)
- 서버 기반 중앙 집중형 데스크톱 가상화로 구현
- VDI 서버에서 생성한 가상 데스크탑의 화면 정보를 원격 전송하는 효율적
인 프로토콜 사용
- 윈도우클라이언트, 씬클라이언트, 제로클라이언트,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VDI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사용 가능
- 구동중인 가상 데스크탑을 다른 VDI 서버로 실시간 온라인 마이그레이션
기능 제공
- Hypervisor 서버 간 가상 데스크탑 단위 로드 밸런싱 기능 제공
- 망간 단방향, 양방향 선택적 클립보드 통제 기능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QoS 지원
세부

- 목적별* 마스터 이미지 생성 및 제공

내용

- 다양한 물리적인 I/O장치를 지원 (다중 모니터, USB 제어장치, 외부 저장
장치, 프린터 등)
- 현재 사용중인 보안S/W(PC보안 솔루션, 문서 암호화 솔루션, 매체제어
솔루션 등)과의 호환성 지원
-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 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 지원
- VDI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리 포탈 S/W
Ÿ

SSO 연동을 통한 가상 데스크탑 생성, 회수 등 자동화 지원

Ÿ

웹 인터페이스 기반 사용자 인증 접속포털 제공

Ÿ

가상 데스크탑 통합 관리 도구 기능 제공

Ÿ

전체 시스템, 관리 서버, 가상 데스크탑 등 장애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Ÿ

가상 데스크탑 및 실시간 사용자 사용 현황 등 모니터링 기능 제공

Ÿ

네트워크 트래픽 및 하드웨어 자원 사용량 등 모니터링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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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실시간 자원사용 및 오류, 장애 등 이벤트 정보 표시 기능을 제공하는
GUI기반의 모니터링 , 리포팅 제공

- 하나의 관리 콘솔로 가상 머신을 마이그레이션, 모니터링 및 자원 할당
관리 기능을 제공
- 작업에 대한 진행경과, 장애 및 자원 사용률에 대한 경고 기능 포함
- 서버 가상화 관리 콘솔이 한글 메뉴로 지원되어야 하고 웹 환경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가상화 인프라 관리 지원
- 하나의 가상화 통합 관리 S/W로 1,000대의 통합 서버 호스트들과 15,000
개의 가상머신들을 관리 운영 지원
- OS와 상관없는 동일한 관리 GUI 제공
- 가상 데스크톱 구성에 따른 Microsoft 라이센스는 서버의 Core수에 맞게
제안.
- OEM / ODM 제품이 아닌 본사 정품
- 그 외 구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포함하여 제공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스토리지(병원_업무망)-003
스토리지 HW 규격
스토리지 H/W 규격
❍ 도입 품목 : 스토리지
❍ 도입 수량 : 1식
❍ 컨트롤러
- ALL Flash 전용 아키텍처 제공
- 시스템 메모리 : 128이상 제공
- Active-Active Dual Controller 제공
❍ 호스트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16Gb FC 포트 16포트 이상 지원
세부

- 32Gb FC 포트 4개 이상 지원

내용

- 10Gbits/s iSCSI 포트 8개 이상 지원
❍ 디스크
- Usable 42TB 이상 제공, RAID5(6D+1P)
- Drive Interface 12Gbps SAS 이상 제공
- RAID

1+0, 5, 6지원 가능할 것

- SSD 성능을 향상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스토리지 자체 기능 제공
❍ 기타
- 내부 및 외부 복제 솔루션 라이선스 제공
- 용량 효율을 위한 실시간 압축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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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부하 공유를 위한 멀티패싱기능 제공
- Controller간 fail-over 지원
- Web 기반의 관리 소프트웨어를 지원
요구사항 분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인프라(병원_업무망)-004
요구사항 명칭
정의

SAN 스위치 HW 규격
스위치 H/W 규격
❍ 도입 품목 : SAN 스위치
❍ 도입 수량 : 2식
- 16Gbps 24포트 이상(정품 GBIC full set 장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GUI 기반의 관리 및 모니터링 도구 제공
- 실시간 이벤트 및 성능 모니터링 지원
-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냉각 팬 장치 이중화 구조
- F_Port, FL_Port, E_Port, TE_Port 자동 설정
- R ISL Trunk 라이센스 제공
- 관련 케이블 포함(서버 간, 스토리지 간 등)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 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서버(병원_업무망)-005
망연계 솔루션 규격
망간 스트림 연계 규격
❍ 도입 품목 : 망간 스트림
❍ 도입 수량 : 1식(2대)
❍ 시스템 사양
- CPU - XEON 3.7Hz 4 Core CPU 이상 제공
- 메모리 – 32 GB 이상 제공
- HDD - 2TB *2개 (Data영역 - RAID 1 구성) 이상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NIC 1Gbps 인터페이스 2 port 이상 제공
세부
내용

- 56Gbps 인피니밴드카드 및 56Gbps 인피니밴드 케이블 이상 제공
- 전원이중화 지원
- 상용 OS 및 DB 라이센스 포함
❍ 인증 및 암호
- 국정원 망간 자료전송 CC인증 EAL3 이상 제품
- GS인증 1등급 제품
- 망간 자료전송 시, 파일을 암호화(AES-256)후 암호화 통신 패킷으로
서버로 전달
- 망간 자료전송의 모두 모듈은 안전한 송신을 위하여 암호화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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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256 및 무결성 검사를 위하여 SHA-512 해시함수 사용
정 의

망간 자료전송 연계 규격
❍ 도입 품목 : 망간 자료전송
❍ 도입 수량 : 1식(2대)
❍ 시스템 사양
- CPU : XEON 3.7Hz 4 Core CPU 이상 제공
- 메모리 : 32 GB 이상 제공
- HDD : 1TB *2개 (OS영역 - RAID 1 구성) 이상 제공 /
2TB *2개 (Data영역 - RAID 1 구성)
- NIC 1Gbps 인터페이스 2 port 이상 제공

세부

- 56Gbps 인피니밴드카드 및 56Gbps 인피니밴드 케이블 이상 제공

내용

- 전원이중화 지원
- 상용 OS 및 DB 라이센스 포함
❍ 인증 및 암호
- 국정원 망간 자료전송 CC인증 EAL3 이상 제품
- GS인증 1등급 제품
- 망간 자료전송 시, 파일을 암호화(AES-256)후 암호화 통신 패킷으로 서버
로 전달
- 망간 자료전송의 모두 모듈은 안전한 송신을 위하여 암호화 통신
(AES-256) 및 무결성 검사를 위하여 SHA-512 해시함수 사용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인프라(병원_환자망)-001
백본 HW 규격
스위치 H/W 규격
❍ 도입 품목 : 백본스위치
❍ 도입 수량 : 1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
-

시스템 사양
스위칭 용량: 1.4 Tbps 이상 지원
패킷 처리 성능 : 900 Mpps 이상 지원
DRAM 16GB 및 SSD 혹은 플래쉬 10GB 이상 지원
1G SFP 48 포트 이상 지원
1G UTP 48 포트 이상 지원
시스템 지원 기능
Non-Blocking Switching 및 Routing 기능 지원
제어부 모듈 및 전원모듈은 Redundancy 기능 지원
모든 모듈(제어, FAN, I/O, Power)은 Hot Swapping 기능 지원
모듈러 샤시 구조 및 2개 이상의 I/O 슬롯 지원
무중단 OS업그레이드 기능 지원
IPv4,IPv6 라우팅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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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제어부 보호 기능 제공
STP (802.1d, 802.1s, 802.1w, Papid-PVST+) 지원
IGMP v1/2/3 지원
Static, OSPF, BGP, IS-IS 등 지원
VLAN 및 802.1q, 802.3ad 지원
QoS 및 L2/L3/L4 access list 지원
Syslog, Telnet, SSH, RMON 지원
RADIUS / TACACS+ 지원
콘솔 포트 및 관리 포트 지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병원 업무망 백본스위치와 동일제조사 장비로 제공
48포트 SFP 슬롯 제공, 포트 수에 맞는 모든 트랜시버 제공
Supervisor 모듈에 광모듈 추가 장착(GBIC 8포트 제공)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인프라(병원_환자망)-002
워크그룹 스위치 HW 규격
스위치 H/W 규격
❍ 도입 품목 : 워크그룹 스위치
❍ 도입 수량 : 6대
❍ 시스템 사양
- 128Gbps 이상의 스위칭 용량 지원
- 24포트 이상의 10/100/1000 Base-T 포트 제공
- Uplink포트는1Gbps 4포트 이상 지원 제공
❍ 시스템 지원 기능
- IEEE 802.1Q VLAN Trunking, IEEE 802.3ad 표준 Link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Aggregation, RSTP/STP 지원을 통해 Loop 방지기능 지원
세부

- 802.1ab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 지원

내용

- 16,000개 이상의 MAC Address 제공
- 4,000개 이상의 Vlan 제공
- Broadcast storm control 제공
- DHCP Snooping을 이용한 비 허가된 DHCP 서버 탐지 기능 지원
- Port Mirroring 및 원격 패킷 캡쳐 기능 지원
- IPv4 and IPv6 ACLs 지원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백본스위치와 동일제조사 장비로 제공
O 제공 포트
- 12포트 1G SFP 모듈 제공
- 포트 수에 맞는 모든 트랜시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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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인프라(병원_환자망)-003
PoE 스위치 HW 규격
스위치 H/W 규격
❍ 도입 품목 : PoE 스위치
❍ 도입 수량 : 49대
❍ 시스템 사양
- 128Gbps 이상의 스위칭 용량 지원
- 24포트 이상의 10/100/1000Base-T 포트 제공
- Uplink포트는10Gbps SFP+ 4포트 이상 제공
- IEEE802.11af/at 규격의 PoE(Power over Ethernet) 지원
❍ 시스템 지원 기능
- IEEE 802.1Q VLAN Trunking, IEEE 802.3ad 표준 Link Aggregation,
RSTP/STP 지원을 통해 Loop 방지기능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802.1ab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 지원
세부

- 16,000개 이상의 MAC Address 제공

내용

- 4,000개 이상의 Vlan 제공
- Broadcast storm control 제공
- DHCP Snooping을 이용한 비 허가된 DHCP 서버 탐지 기능 지원
- Port Mirroring 및 원격 패킷 캡쳐 기능 지원
- 자동 펌웨어 및 패치 업데이트 제공
- 클라우드를 통한 간편한 관리, 모니터링, 제어 제공
- Email alerts 제공
- IPv4 and IPv6 ACLs 지원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백본스위치와 동일제조사 장비로 제공
O 제공 포트
- 98포트 1G SFP 모듈 제공
- 포트 수에 맞는 모든 트랜시버 제공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상세
설명

ECR-무선(병원_환자망)-001
AP HW 규격
Access Point H/W 규격
❍ 도입 품목 : Access Point

요구
사항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세부
내용

❍ 도입 수량 : 217대
❍ 시스템 사양
- 무선랜 표준 지원: 802.11a/b/g/n/ac Wave2 동시 지원
- 무선 Radio: 2.4GHz 및 5GHz 동시 지원(2x2 MU-MIMO, 2 Spa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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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s) 혹은 2.4GHz 및 5GHz 동시 지원(4x4 MU-MIMO, 4 Spatial
Streams) 이상 제공
- 10/100/1000 Base-T * 1Port 이상 지원
- PoE+(802.3at)를 통한 전원공급 지원
❍ 시스템 지원 기능
- WIPS, WIDS 및 RF 모니터링 지원
- 내장 BLE(Bluetooth Low Energy) Radio 제공
- Layer 3/Layer 7 Firewall 정책 설정 지원
- L2/L3 로밍 기능 지원
- 어플리케이션 기반 QoS 적용 및 대역폭 통제 기능 지원
- 암호화, 인증 기능
- WEP, WPA, WPA2-PSK, WPA2-Enterpise with 802.1X 지원
- AES, TKIP 기능 지원
- 퍼블릭 클라우드 AP를 통하여 위치 정보(Location) 제공
- 무선랜 관리 스펙트럼 분석 내역 지원
- 무선 장애 등 이벤트 발생시 운영자에게 전송 기능 제공
- 자동 Firmware 및 Patch 업데이트 기능 제공
- Map 또는 평면도에서 무선랜 단말의 위치 정보 표시 기능 지원
- 단말 위치에 대한 분석 정보 제공(사용자 단말 및 방문객 분석 가능)
❍ 실사 후 반드시 2x2 MU-MIMO, 4x4 MU-MIMO 기종은 혼용해서
제안한다.

요구사항 분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인프라(학교_학내망)-001
요구사항 명칭
정의

백본 HW 규격
스위치 H/W 규격
❍ 도입 품목 : 백본스위치
❍ 도입 수량 : 1
❍ 시스템 사양
- 스위칭 용량: 1.4 Tbps 이상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패킷 처리 성능 : 900 Mpps 이상 지원
세부

- Slot당 80 Gbps 이상 대역폭 제공

내용

- DRAM 16GB 및 SSD 혹은 플래쉬 10GB 이상 제공
- 1G SFP 48 포트 이상 제공
- 10/100/1000Mbps UTP 48 포트 이상 제공
❍ 시스템 지원 기능
- Non-Blocking Switching 및 Routing 기능 지원
- 엔진 및 전원모듈은 Redundancy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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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모듈(제어, FAN, I/O, Power)은 Hot Swapping 기능 지원
- 모듈러 샤시 구조 및 2개 이상의 I/O 슬롯 지원
- 무중단 OS업그레이드 기능 지원
- IPv4,IPv6 라우팅 기능 지원
- 제어부 보호 기능 제공
- STP (802.1d, 802.1s, 802.1w, Rapid-PVST+), IGMP v1/2/3 제공
- IGMP v1/2/3 지원
- Static, OSPF, BGP, IS-IS 등 지원
- VLAN 및 802.1q, 802.3ad 지원
- QoS 및 L2/L3/L4 access list 지원
- Syslog, Telnet, SSH, RMON 지원
- RADIUS / TACACS+ 지원
- 자체 내장된 RFID 태그를 이용하여 자산 및 재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콘솔 포트 및 관리 포트 지원
O 제공 포트
- 1Gbps LC Type SX GBIC 56개, 1Gbps LC Type LH SFP 2개 이상 호환 GBIC
제공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인프라(학교_학내망)-002
워크그룹 스위치 HW 규격
스위치 H/W 규격
❍ 도입 품목 : 워크그룹스위치
❍ 도입 수량 : 25대
❍ 시스템 사양
- 10/100/1000 24 포트 , 1/10G 4포트 제공 (SFP+ Type)
- 100 Gbps 이상의 스위칭 용량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시스템 지원 기능
세부
내용

- 90 Mpps 이상의 Forwarding rate 제공
- 16,000개 이상의 MAC Address 지제공
- 3,000개 이상의 IPv4 Routing Entries 제공
- 8대의 이상의 단일 스택 구성 지원
- 4000개 이상 VLAN 및 802.1q, 802.3ad 제공
- RIP, OSPF, PBR, PIM Stub Multicast, PVLAN, VRRP, QoS, 802.1X 제공
- 1,000개 이상의 ACL 제공
- STP (802.1d, 802.1s, 802.1w, PVRST+), IGMP v1/2/3 제공
- Syslog, Telnet, SSH, Netflow, SPAN, RSPA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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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백본스위치와 동일제조사 장비로 제공
❍ 제공 포트
- 1Gbps LC Type SX GBIC 50개 이상 호환 GBIC 제공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인프라(학교_학내망)-003
PoE 스위치 HW 규격
스위치 H/W 규격
❍ 도입 품목 : PoE스위치
❍ 도입 수량 : 9 대
❍ 시스템 사양
- 128Gbps 이상의 스위칭 용량 제공
- 24포트 이상의 10/100/1000Base-T 포트 제공
- Uplink포트는10Gbps SFP+ 4포트 이상 제공
- IEEE802.11af/at 규격의 PoE(Power over Ethernet) 제공
❍ 시스템 지원 기능
- IEEE 802.1Q VLAN Trunking, IEEE 802.3ad 표준 Link Aggregation,

요구
사항
상세
설명

RSTP/STP 지원을 통해 Loop 방지기능 지원
세부
내용

- 802.1ab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 지원
- 16,000개 이상의 MAC Address 제공
- 4,000개 이상의 Vlan 제공
- Broadcast storm control 제공
- DHCP Snooping을 이용한 비 허가된 DHCP 서버 탐지 기능 지원
- Port Mirroring 및 원격 패킷 캡쳐 기능 지원
- 자동 펌웨어 및 패치 업데이트 지원
- 클라우드를 통한 간편한 관리, 모니터링, 제어 제공
- Email alerts 제공
- IPv4 and IPv6 ACLs 지원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백본스위치와 동일제조사 장비로 제공
❍ 제공 포트
- 1Gbps LC Type SX GBIC 18개 이상 호환 GBIC 제공

요구사항 분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정보보안(학교_학내망)-001

요구사항 명칭
요구
정의

방화벽 HW 규격
방화벽 H/W 규격

사항

세부

❍ 도입 품목 : 방화벽

상세

내용

❍ 도입 수량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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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사양
- 인터페이스 : 10/100/1000 8 Port 와 1G SFP Interfaces 4 Port 이상 제
공
- 메모리 및 저장공간 : 메모리 16GB 이상 제공, 저장공간 1TB 이상 제공
❍ 시스템 기능
- 방화벽 성능 : 16 Gbps 이상 제공
- 방화벽 최대 동시 처리 세션 성능 : 450만 이상 제공

설명

- 전원 이중화 및 이중화 구성 기능 제공
- IPv4 라우팅 프로토콜(RIP, OSPF, BGP 등) 및 정책 기반 라우팅 기능제공
- PCRE 제공(정규표현식)
- QoS 지원
❍ 보안 인증
- 국가정보원 CC(EAL4) 인증 제품 제공
- GS인증, IPv6인증 제품 제공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정보보안(학교_학내망)-002
QOS HW 규격
QOS H/W 규격
❍ 도입 품목 : QOS
❍ 도입 수량 : 1식
❍ 시스템 사양
- 인터페이스 : 1G 2Port , 10G 2Port 이상 제공
- 양방향 기준 트래픽 처리 성능 2Gbps 이상 제공
- 안 정 성 : Fail-Over시, 내장 Bypass 제공
❍ 모니터링 및 분석
- 실시간(1초 단위) 트래픽 현황 모니터링 그래프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상위 사용자(IP), URL을 실시간으로 분석기능 제공
세부

- 시간, 기간(일/주/월)별 트래픽 통계 분석 기능 제공

내용

- L7정보(Session)에 대한 실시간(1초 단위) 모니터링 기능
- 모니터링 중 즉각적인 차단/제어 가능 제공(내, 외부 IP, Session)
❍ 트래픽 제어 및 차단
- IP, Application, Group에 대한 트래픽 속도 보장 및 제어 기능
- Http 트래픽의 파일크기에 따른 대역폭 상세 제어 기능
- 시간, 요일 별 정책 스케쥴링 기능
- pps, bps, session 임계치를 이용한 자동 제어/차단/모니터링 기능
- Host, Domain, URI을 통한 Site 차단 및 차단페이지 전송(Redirect)
❍ 보고서
- IP (사용자, 서버)에 대한 상세 통계 분석 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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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능
- 전원을 포함한 S/W, H/W Fail-Over시, Bypass 기능 제공
- 이벤트(임계치 초과, Bypass, DDoS 공격)발생 시 SMS, E-Mail
발송을 통한 Alarm 기능 제공
- 웹 기반의 패킷덤프(Dump) 및 캡쳐(Capture) 기능 제공
❍ 인증서
- GS인증, IPv6인증 제품
❍ 제공 포트
- 구성상 필요시 GBIC 제공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무선(학교_학내망)-001
AP HW 규격
Access Point H/W 규격
❍ 도입 품목 : AP스위치
❍ 도입 수량 : 58대
❍ 시스템 사양
- 무선랜 표준 지원: 802.11a/b/g/n/ac Wave2 동시 제공
- 무선 Radio: 2.4GHz 및 5GHz 동시 지원(2x2 MU-MIMO, 2 Spatial
Streams) 혹은 2.4GHz 및 5GHz 동시 지원(4x4 MU-MIMO, 4 Spatial
Streams) 이상 제공
- 10/100/1000 Base-T * 1 Port 이상 제공
- PoE+(802.3at)를 통한 전원공급 제공
❍ 시스템 지원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WIPS, WIDS 및 RF 모니터링 지원
세부

- 내장 BLE(Bluetooth Low Energy) Radio 제공

내용

- Layer 3/Layer 7 Firewall 정책 설정 지원
- L2/L3 로밍 기능 지원
- 어플리케이션 기반 QoS 적용 및 대역폭 통제 기능 지원
- 암호화, 인증 기능
- WEP, WPA, WPA2-PSK, WPA2-Enterpise with 802.1X 지원
- AES, TKIP 기능 지원
- 퍼블릭 클라우드 AP를 통하여 위치 정보(Location) 제공
- 무선랜 관리 스펙트럼 분석 내역 지원
- 무선 장애 등 이벤트 발생시 운영자에게 전송 기능 제공
- 자동 Firmware 및 Patch 업데이트 기능 지원
- Map 또는 평면도에서 무선랜 단말의 위치 정보 표시 기능 제공
- 단말 위치에 대한 분석 정보 지원(사용자 단말 및 방문객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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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 후 반드시 2x2 MU-MIMO, 4x4 MU-MIMO 기종은 혼용해서 제안한
다.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무선(학교_학내망)-002
무선인증 HW 규격
무선인증 H/W 규격
❍ 도입 품목 : 무선인증
❍ 도입 수량 : 1
❍ 시스템 사양
- CPU : Quad Core 3.0GHz (1ea) 이상 제공
- HDD : 500GB * 2ea 이상 제공
- Memory : 8GB 이상 제공
- NIC : 10/100/1000 4port이상 제공
❍ 시스템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License : Device(ID+PW) 기준 4,000 License 제공
세부

- AAA 표준 지원 (Radius Protocol 지원)

내용

- Wi-Fi인증을 위하여 IEEE802.1x EAP-MD5, TLS, TTLS, PEAP,
LEAP를 표준 지원
- 관리자 보안 접속을 위해 HTTPS 기반의 웹 접속을 지원
- 주관리자와 다수의 중간 관리자 생성 기능을 지원
- 사용자 별 접속 위치/시간/요일 별 접속제어을 지원
- IT보안인증사무국 CC평가 EAL4 CC인증 제품의 동일한 모델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을 득한 제품
- 사용자 및 단말구분에 의한 접근제어 기능 제공
- 사용자 별 인증현황 및 각종 리포트 기능 제공
❍ 4000 디바이스 라이센스 이상 제공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설명

ECR-서버(학교_학내망)-001
무선인증프락시서버 규격
무선인증프락시서버 규격
❍ 도입 품목 : 무선인증프락시서버

사항
상세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세부
내용

❍ 도입 수량 : 1식
❍ 시스템 사양
- CPU : 8core, 2.1Hz이상 제공
- Memory : 16GB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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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D : SAS 4장 기준 RAID 5 구성시 1.5 TB 이상 사용 가능 제공
- Interface : 1G SFP or 1G UTP 2포트 이상 제공
- 관리용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제공
- 전원 이중화 제공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서버(학교_학내망)-002
스마트 출결관리 솔루션 규격
스마트 출결관리 솔루션 규격
❍ 도입 품목 : 스마트 출결관리 솔루션
❍ 도입 수량 : 1
❍ 공통 기능
- 실시간 출결 체크 및 데이터 관리 기능
- 전자출결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특허권 등의 문제
발생 시 공급사가 일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 시큐어 코딩,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통신구간 암호화가 되어 있어야 한
다.
- 로그인/로그아웃(아이디, IP 정보,로그인 시간, 로그아웃 시간 등) 기록을
저장해야 한다.
- 교수자 모바일 앱 장애 대비 별도의 휴대용 Device로(100개) 교수자가 출
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학소속인원 외 교수와 학생을 등록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을지대학교에 맞는 학생수 약 5,100 여명에(강의실 280개) 대한 수용을
세부

충족하여 운영할 수 있는 서버 일체(스마트 출결 및 Push 기능 포함)를

내용

포함하여야 한다.
- Push 서비스에 의한 각종 미진행강의, 미출결, 게시판, 설문 등 알림 기능 지
원해야 한다.
- 다중 로그인, 대리출석, 스마트폰 양도 등의 부정출석 방지를 위한 기능
이 제공되어야 한다.
- 스마트출결관리시스템은 우리대학 학사정보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 기존의 전자출결 시스템 데이터 이관을 지원하여야하며 대학의 통합로그
인과 연동 되어야한다.
- 구축된 전자출결관리시스템의 사용 장애 및 학생의 사용 불가 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자출결시스템은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웹(Internet Explorer,
Chrome, Safari) 모두 지원되어야 하고 출석체크 앱은 안드로이드 OS와
애플 IOS를 지원 각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등록되어야 한다.
❍ 모바일 앱
- Phone to Phone 통신방식이며 별도의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출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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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관리 및 팀티칭 및 연강 출석 체크 지원, 시간별 출석체크 제공
- Push 서비스는 출석결과 및 메시지전송 등 알림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야 한다.
-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불안정 시 스마트폰에 출석정보 임시저장 기능 및
출결에 대한 성공,실패에 대한 로그를 보관하는 기능 제공
- 학생들의 앱 설치 현황 (안드로이드, 애플, 미설치) 확인 기능 제공
❍ 출결관리 시스텝(웹)
- 실시간 출결현황 조회, 수정 및 대학 양식 출석부 출력 기능 제공
- 팀티칭, 연강 수업, 설문조사, 공결, 중도탈락 조기경고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
- 블록수업, 배수수업에 따른 강좌별 수업주차 세팅 기능을 제공
- 학과별, 학생별, 과목별, 교수별 출결, 건물별 강의실 사용현황 등 다양한 통계
및 데쉬

보드 제공

- 각종 기준(출결방식,학기,출결가능 시간,중도탈락 단계별 기준, 인증 횟수,
이의신청 기간, 출결 수정 기간 등)을 관리자 페이지에서 직접 설정 할 수
있어야한다.
항

목

주요 기능 명세
❍ 전자출결 서버(웹서버, DB 서버) - 2식
- CPU : 3 GHz 이상 Clock Speed, 8 Core 이상 CPU 제공
- RAM : 32GB 이상 제공
- HDD : 2.5 인치 300 GB * 6EA, 15K rpm 이상 제공
- Network : 1/10 Gbps 2포트 이상 제공

스마트
출결관
리
솔루션

- Power : 전원 이중화(Hot-Swap 지원) 제공
- OS : Linux 혹은 Windows 계열 (정품 라이센스 제공)
- Rack Mount Type 서버
❍ 전자출결 DBMS(소프트웨어) - 1식
- 1 CPU 3 GHz 8Core 이상 무한 접속 DBMS 라이선스 제공
- 전자출결 서버 운영에 문제가 없어야 함 (오라클 또는 MS-SQL)
❍ 모니터링 PC(Display 포함) - 3식
- 전자출결 수업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판 40인치 이상
Display 설치 제공 (Display에 연결하는 미니 PC 포함)
- 각 캠퍼스(대전,성남,의정부) 교무지원팀 내 설치 제공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
정의
사항

세부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인프라(학교_기숙사망)-001
백본 HW 규격
스위치 H/W 규격
❍ 도입 품목 : 백본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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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수량 : 1식
❍ 시스템 사양
- 스위칭 용량: 1.4 Tbps 이상 지원
- 패킷 처리 성능 : 900 Mpps 이상 지원
- Slot당 80 Gbps 이상 대역폭 제공
- DRAM 16GB 및 SSD 혹은 플래쉬 10GB 이상 제공
- 1G SFP 48 포트 이상 제공
- 10/100/1000Mbps UTP 48 포트 이상 제공
❍ 시스템 지원 기능
- Non-Blocking Switching 및 Routing 기능 지원
- 엔진 및 전원모듈은 Redundancy 기능 제공
- 모든 모듈(제어, FAN, I/O, Power)은 Hot Swapping 기능 지원
- 모듈러 샤시 구조 및 2개 이상의 I/O 슬롯 지원
상세
설명

- 무중단 OS업그레이드 기능 지원
내용

- IPv4,IPv6 라우팅 기능 지원
- 제어부 보호 기능 제공
- STP (802.1d, 802.1s, 802.1w, PVST+), IGMP v1/2/3 제공
- IGMP v1/2/3 지원
- Static, OSPF, BGP, IS-IS 등 지원
- VLAN 및 802.1q, 802.3ad 지원
- QoS 및 L2/L3/L4 access list 지원
- Syslog, Telnet, SSH, RMON 지원
- RADIUS / TACACS+ 지원
- 자체 내장된 RFID 태그를 이용하여 자산 및 재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제공
- 콘솔 포트 및 관리 포트 지원
- 포트 수에 맞는 모든 트랜시버 제공
O 제공 포트
- 1Gbps LC Type SX GBIC 56개, 1Gbps LC Type LH SFP 3개 이상 호환
GBIC 제공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인프라(학교_기숙사망)-002
워크그룹 스위치 HW 규격
스위치 H/W 규격
❍ 도입 품목 : 워크그룹 스위치

세부

❍ 도입 수량 : 25대

내용

❍ 시스템 사양
- 10/100/1000 24 포트 , 1/10G 4포트 제공 (SFP+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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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Gbps 이상의 스위칭 용량 제공
❍ 시스템 지원 기능
- 90 Mpps 이상의 Forwarding rate 제공
- 16,000개 이상의 MAC Address 지제공
- 3,000개 이상의 IPv4 Routing Entries 제공
- 8대의 이상의 단일 스택 구성 지원
- 4000개 이상 VLAN 및 802.1q, 802.3ad 제공
- RIP, OSPF, PBR, PIM Stub Multicast, PVLAN, VRRP, QoS, 802.1X 제공
- 1,000개 이상의 ACL 제공
- STP (802.1d, 802.1s, 802.1w), IGMP v1/2/3 제공
- Syslog, Telnet, SSH, Netflow, SPAN, RSPAN 제공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백본스위치와 동일제조사 장비로 제공
❍ 제공 포트
- 1Gbps LC Type SX GBIC 50개 이상 호환 GBIC 제공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인프라(학교_기숙사망)-003
PoE 스위치 HW 규격
스위치 H/W 규격
❍ 도입 품목 : PoE 스위치
❍ 도입 수량 : 8대
❍ 시스템 사양
- 128Gbps 이상의 스위칭 용량 제공
- 24포트 이상의 10/100/1000Base-T 포트 이상 제공
- Uplink포트는10Gbps 4포트 이상 제공
- IEEE802.11af/at 규격의 PoE(Power over Ethernet)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시스템 지원 기능
세부
내용

- IEEE 802.1Q VLAN Trunking, IEEE 802.3ad 표준 Link Aggregation,
RSTP/STP 지원을 통해 Loop 방지기능 지원
- 802.1ab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 지원
- 16,000개 이상의 MAC Address 제공
- 4,000개 이상의 Vlan 제공
- Broadcast storm control 제공
- DHCP Snooping을 이용한 비 허가된 DHCP 서버 탐지 기능 지원
- Port Mirroring 및 원격 패킷 캡쳐 기능 지원
- 자동 펌웨어 및 패치 업데이트 제공
- 클라우드를 통한 간편한 관리, 모니터링, 제어 제공
- Email alert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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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v4 and IPv6 ACLs 지원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백본스위치와 동일제조사 장비로 제공
O 제공 포트
- 1Gbps LC Type SX GBIC 16개 이상 호환 GBIC 제공

요구사항 분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정보보안(학교_기숙사망)-001
요구사항 명칭
정의

방화벽 HW 규격
방화벽 H/W 규격
❍ 도입 품목 : 방화벽
❍ 도입 수량 : 1식
❍ 시스템 사양
- 인터페이스 : 10/100/1000 8 Port 와 1G SFP Interfaces 4 Port 이상 제공
- 메모리 및 저장공간 : 메모리 16GB 이상 제공, 저장공간 1TB 이상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시스템 기능
세부
내용

- 방화벽 성능 : 16 Gbps 이상 제공
- 방화벽 최대 동시 처리 세션 성능 : 450만 이상 제공
- 전원 이중화 및 이중화 구성 기능 제공
- IPv4 라우팅 프로토콜(RIP, OSPF, BGP 등) 및 정책 기반 라우팅 기능 제공
- PCRE 제공(정규표현식)
- QoS 지원
❍ 보안 인증
- 국가정보원 CC(EAL4) 인증 제품 제공
- GS인증, IPv6인증 제품 제공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정보보안(학교_기숙사망)-002
QOS HW 규격
QOS H/W 규격
❍ 도입 품목 : QOS
❍ 도입 수량 : 1
❍ 시스템 사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인터페이스 : 1G 2Port , 10G 2Port 이상 제공
- 양방향 기준 트래픽 처리 성능 2Gbps 이상 제공
- 안 정 성 : Fail-Over시, 내장 Bypass 지원 기능 제공
❍ 모니터링 및 분석
- 실시간(1초 단위) 트래픽 현황 모니터링 그래프 제공
-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상위 사용자(IP), URL을 실시간으로 분석 기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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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기간(일/주/월)별 트래픽 통계 분석 기능 제공
- L7정보(Session)에 대한 실시간(1초 단위) 모니터링 기능 제공
- 모니터링 중 즉각적인 차단/제어 가능 (내, 외부 IP, Session)
❍ 트래픽 제어 및 차단
- IP, Application, Group에 대한 트래픽 속도 보장 및 제어 기능 제공
- Http 트래픽의 파일크기에 따른 대역폭 상세 제어 기능 제공
- 시간, 요일 별 정책 스케쥴링 기능 제공
- pps, bps, session 임계치를 이용한 자동 제어/차단/모니터링 기능 제공
- Host, Domain, URI을 통한 Site 차단 및 차단페이지 전송(Redirect)
❍ 보고서
- IP (사용자, 서버)에 대한 상세 통계 분석 보고서 제공
❍ 관리기능
- 전원을 포함한 S/W, H/W Fail-Over시, Bypass 지원
- 이벤트(임계치 초과, Bypass, DDoS 공격)발생 시 SMS, E-Mail
발송을 통한 Alarm 기능 제공
- 웹 기반의 패킷덤프(Dump) 및 캡쳐(Capture) 기능 지원
❍ 인증서
- GS인증, IPv6인증 제품
❍ 제공 포트
- 구성상 필요시 GBIC 제공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무선(학교_기숙사망)-001
AP HW 규격
Access Point H/W 규격
❍ 도입 품목 : 무선AP
❍ 도입 수량 : 27대
❍ 시스템 사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무선랜 표준 지원: 802.11a/b/g/n/ac Wave2 동시 제공
- 무선 Radio: 2.4GHz 및 5GHz 동시 지원(2x2 MU-MIMO, 2 Spatial
Streams) 혹은 2.4GHz 및 5GHz 동시 지원(4x4 MU-MIMO, 4 Spatial
Streams) 이상 제공
- 10/100/1000 Base-T * 1Port 이상 제공
- PoE+(802.3at)를 통한 전원공급 제공
❍ 시스템 지원 기능
- WIPS, WIDS 및 RF 모니터링 지원
- 내장 BLE(Bluetooth Low Energy) Radio 제공
- Layer 3/Layer 7 Firewall 정책 설정 지원
- L2/L3 로밍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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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리케이션 기반 QoS 적용 및 대역폭 통제 기능 지원
- 암호화, 인증 기능
- WEP, WPA, WPA2-PSK, WPA2-Enterpise with 802.1X 지원
- AES, TKIP 기능 지원
- 퍼블릭 클라우드 AP를 통하여 위치 정보(Location) 제공
- 무선랜 관리 스펙트럼 분석 내역 지원
- 무선 장애 등 이벤트 발생시 운영자에게 전송 기능 지원
- 자동 Firmware 및 Patch 업데이트 기능 제공
- Map 또는 평면도에서 무선랜 단말의 위치 정보 표시 기능 제공
- 단말 위치에 대한 분석 정보 지원(사용자 단말 및 방문객 분석 가능)
❍ 실사 후 반드시 2x2 MU-MIMO, 4x4 MU-MIMO 기종은 혼용해서 제안
한다.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무선(학교_기숙사망)-002
AP HW 규격(데크 주차장)
Access Point H/W 규격
❍ 도입 품목 : 무선AP
❍ 도입 수량 : 6대
❍ 시스템 사양
- 무선랜 표준 지원: 802.11a/b/g/n/ac Wave2 동시 제공
- 무선 Radio: 2.4GHz 및 5GHz 동시 지원(2x2 MU-MIMO, 2 Spatial

Streams) 혹은 2.4GHz 및 5GHz 동시 지원(4x4 MU-MIMO, 4 Spatial
Streams) 이상 제공
- 10/100/1000 Base-T * 1Port 이상 제공
- PoE+(802.3at)를 통한 전원공급 제공
❍ 시스템 지원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WIPS, WIDS 및 RF 모니터링 지원

세부

- 내장 BLE(Bluetooth Low Energy) Radio 제공

내용

- Layer 3/Layer 7 Firewall 정책 설정 지원
- L2/L3 로밍 기능 지원
- 어플리케이션 기반 QoS 적용 및 대역폭 통제 기능 지원
- 암호화, 인증 기능
- WEP, WPA, WPA2-PSK, WPA2-Enterpise with 802.1X 지원
- AES, TKIP 기능 지원
- 퍼블릭 클라우드 AP를 통하여 위치 정보(Location) 제공
- 무선랜 관리 스펙트럼 분석 내역 지원
- 무선 장애 등 이벤트 발생시 운영자에게 전송 기능 제공
- 자동 Firmware 및 Patch 업데이트 기능 제공
- Map 또는 평면도에서 무선랜 단말의 위치 정보 표시 기능 제공
- 단말 위치에 대한 분석 정보 지원(사용자 단말 및 방문객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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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 후 반드시 2x2 MU-MIMO, 4x4 MU-MIMO 기종은 혼용해서 제안한다.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무선(학교_기숙사망)-003
유무선 공유기 HW 규격
공유기 H/W 규격
❍ 도입 품목 : 유무선 공유기
❍ 도입 수량 : 272 대
❍ 시스템 사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802.11 a/b/g/n/ac 무선 지원
세부
내용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

1포트 이상의 10/100/1000Mbps WAN Interface 제공
4포트 이상의 10/100/1000Mbps LAN Interface 제공
외장형 DC 어댑터 제공
802.1x 무선보안 인증(WPA/WPA2-Enterprise) 제공
듀얼밴드 WiFi (5GHz 2x2 867Mbps + 2.4GHz 2x2 300Mbps) 제공
MU-MIMO(WAVE2) 이상 지원
FTP, SAMBA, HTTP, ipDISK, DLNA 기능 제공

도입장비 세부 구성 요건
ECR-인프라(관사)-001
워크그룹 스위치 HW 규격
스위치 H/W 규격
❍ 도입 품목 : 워크그룹스위치
❍ 도입 수량 : 1대
❍ 시스템 사양
- 128Gbps 이상의 스위칭 용량 제공
- 24포트 이상의 10/100/1000Base-T 포트 제공
- Uplink포트는10Gbps SFP+ 4포트 이상 제공
❍ 시스템 지원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IEEE 802.1Q VLAN Trunking, IEEE 802.3ad 표준 Link
- Aggregation, RSTP/STP 지원을 통해 Loop 방지기능 지원
- 802.1ab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 지원
- 16,000개 이상의 MAC Address 제공
- 4,000개 이상의 Vlan 제공
- Broadcast storm control 제공
- DHCP Snooping을 이용한 비 허가된 DHCP 서버 탐지 기능 지원
- Port Mirroring 및 원격 패킷 캡쳐 기능 지원
- 개별 포트에 대한 상세 정보
- IPv4 and IPv6 ACLs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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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백본스위치와 동일제조사 장비로 제공
O 제공 포트
- 1Gbps LC Type SX GBIC 2개 이상 호환 GBIC 제공

8.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SER-001
개인정보 보호 부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준
❍ 사업 PM은 사업 참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변조 또
는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실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과 이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SER-002
보안관련 부문
보안에 대한 기준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계약 업체직원용)”,
“보안확약서(계약업체 대표자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을지대학교의료
원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사업 수행시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시해야 하며, 을지대학교의료원이 요구할 경우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 계약업체는 을지대학교의료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을지대학교의료원에 반납하고 삭제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을지대학교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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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을지대학교의료원의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를 이용할 경우 보안이 설정된 저장 장치를 사
용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사용 가능토록 제한하여
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보안 설정
된 시스템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
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
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을지대
학교의료원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담당자가 그 필요성
을 인정한 경우에는 을지대학교의료원 「정보보안규칙」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을지대학교의료원 내외로 반
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계약업체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
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을지대학교의료원에서 제공하는
PC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
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8
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계약업체는 을지대학교의료원 정보시스템 접근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S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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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요구
정의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에 대한 기준
❍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및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등 발주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로 제한
한다.

9.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

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사항
상세
설명

정의

❍ 네트워크 구축 후 병원의 업무적 특성상 24시간, 365일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세부
내용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QUR-002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개념 정의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
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QUR-003
유지관리 방안
유지관리 방안 개념 정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요구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무상보증
Ÿ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으로(S/W, H/W) 한다.

Ÿ

시스템 확장: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구축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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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Ÿ

해당 기간 중 장애 발생시 1시간이내 병원 도착 가능하도록 주요장비(서
버, 스토리지, 가상화시스템, 네트워크 등)에 대한 장애조치가 가능한 전문
엔지니어를 배치 및 운영하여야 함

〇 제안업체는 원활한 하자보수 진행을 위하여 납품된 시스템을 설치완료하
고

실제운영을 시작 후 상주근무를 통해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〇 유지보수의 범위를 상세히 제안하여야 한다.
〇 장애발생 시 즉각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예비 제품을 확보하여 신규 납품
설치 된 장비들이 항시 운영 가능 하도록 한다.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설명

PMR-001
핵심 인력 자격요건
핵심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구축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

사항
상세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세부

젝트 경험(경력 5년 이상, PM은 10년 이상)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으로

내용

한다.(권장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2
사업관리자(PM)
사업관리자(PM) 개념 정의
❍ 총괄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
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요구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사항
상세
설명

세부

❍ 주요 담당 업무별 사업관리자를 선정하며 사업 기간동안 상주하여여 함.

내용

❍ 사업관리자(PM)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
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로 선정)다.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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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정의

인력교체
인력교체 개념 정의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내용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
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
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
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
야 함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상세
설명

내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
정의
세부
사항
상세

안정화 운영 지원 인력
안정화 운영 지원 이력 개념 정의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전문기술

세부

요구사항 분류

사항

PMR-004

❍ 인프라 구축기간을 제외한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요구
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내용

인력(네트워크)을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오픈 후 3개월 1명 상주)을
지원하여야 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5
사업관리방법
사업관리방법 개념 정의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
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구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6
일정계획
일정계획 개념 정의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
이 포함된 구축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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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오픈테스트 이전 하드웨어
설명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 완료하도록 일정계획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한
다.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7
안정화 일정 계획
안정화 일정 계획 개념 정의
❍ 병원 정보시스템 오픈 이후 (의정부 3개월 이상)를 안정화 활동기간

요구

으로 정함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Ÿ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기술지원을 의미함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상세
설명

상세
설명

위험관리 방안
안정화 일정 계획 개념 정의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세부
내용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PMR-008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
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
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9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관리 개념 정의
❍ 사업자는 설계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세부

설계/시험단계 등 사업 전 단계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내용

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

정의

정기보고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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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상세
설명

세부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내용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11

요구사항 명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수시보고

정의

수시보고 개념 정의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세부
내용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1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개념 정의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요구

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사항
상세
설명

세부

Ÿ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 한다.

내용

Ÿ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하
여야 함

Ÿ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
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훈련 요구사항
교육 훈련과 관련한 요구사항

요구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항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

상세

세부

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설명

내용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관리 및 운영자 교육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이해와 장애 시 신속
히 장애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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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
정의
사항
상세
설명

세부

PSR-002
안정화 활동
안정화 활동 개념 정의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
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

내용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정의
요구

❍ 네트워크 인프라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

사항
상세
설명

운영 일반 개념 정의
적화된 관리 수행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4
교육 일반
교육 일반 개념 정의
❍ 관리자, 운영자별로 도입제품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 까지 실시하되 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 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세부

제시해야 한다.
❍ 교육계획서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내용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5

요구사항 명칭
요구

교육자료 제작

정의

교육자료 제작 개념 정의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사항
상세

세부

Ÿ

교육자료는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설명

내용

Ÿ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

요구사항 분류

야 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51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설명

III

기술이전 방안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사항
상세

PSR-006

세부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

내용

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
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 안내

1. 제안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2) 충분한 인력 및 유지보수, 교육지원능력을 확보한 업체
3) 입찰 참가 신청 시 본 사업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입찰공고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 업체)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중인
사업자와 퇴출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2. 사업자 선정 방식
1) 사업자 선정방법
① 공개경쟁에 의한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 선정.
2) 사업자 선정절차
업체
입찰 요청

⇨

제안서 및
가격 제안

⇨

제안
규격 및 가격심사

⇨

사업자선정

3) 평가 방식
①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
도록 기술평가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 의 10으로
한다
* 종합평가(100점)=성능 및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② 규격 적격자 선정은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제반
요소를 객관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평가한다.
③ 제안개요, 일반부문, 사업관리부문, 사업수행부문, 지원부문의 5개 부문으로 구분하
여 평가하며 각 부문별 평점을 합하여 평가, 순위를 부여한다.
④ 제안서 평가의 총 배점은 100점 만점 기준이며, 85점 이상 취득한 업체를 적
격 업체로 선정한다.

- 52 -

4) 기본 방침
① 제안요청규격의 적합성 여부, 사업일정에 따른 위험관리 방안, 추가제안 사
항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제안서 심사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에게 있는 것으로 한
다.
③ 제안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④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우선협상
① 종합평가 점수 결과가 고득점 순으로 협상 진행한다.
② 종합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이 없을 경우 유찰 인정한다.
③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④ 협상내용은 기술평가 권고사항과 타제안 업체의 제안사항 중 사업에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한다.
⑤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순위 종합평가
우수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⑥ 선정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IV 제안서 작성 지침안내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되 필요시 항목
및 내용을 가감할 수 있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주관기관의 사업목적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등은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음
2)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을지대학교의료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한다.
4)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 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
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한다.
5) 제안서에 포함되는 사안별 내용은 복수의 선택 가능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장
단점을 비교하여 제안사의 선택 안을 명시하고 그 선택사유를 함께 기술하여야 함
6) 제안서는 A4 세로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7)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
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8)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9) 제안서의 총분량은 100 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10) 제안서 3부(A4 3링 바인더)와 제안 요약 18부를 제출 한다.
11)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2개 또는 CD-ROM 2장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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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2. 제안서 세부 작성 안내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항목

세부항목

작성방법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 배경 및 특·장점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등을
기술한다.(별지4호 서식 포함)

Ⅰ. 일반부문

업체현황

※ 공인된 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포함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매출액 포함)
❍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전체 사업실적, 유사 사업실
적, 정보기술 경험 등을 기술(별지4호 서식 포함)

목표시스템 구성
제안 구성 방안

❍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
계 기술
❍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 방안과 특징 기술
❍ 제안 장비 내역 (장비명, 규격, 수량, 기능 등)

제안 장비 내역

❍ 발주기관의 세부 요구 규격 충족 여부 비교 기술

(규격,기능,수량)

❍ 제안 장비의 관리, 호환성 및 편리성 등의 특징 기술

시스템 납품 및

❍ 제안 장비의 수량 및 구축사례
❍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별로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한 장비

Ⅱ.기술 부문
구축방안
제안 장비 확장성
향후 발전방향

사업 관리 방안

납품 및 구축 단계별 설치 절차, 방안 등을 제시
❍ 제안업체가 학교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용 증가 등에 따
른 대책 및 확장 지원 방안 등 기술
❍ 기술 추세 변화, 제안 시스템의 기술 로드맵 등을 고려한 향후
시스템 발전 방안을 기술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 방안 제시
- 사업수행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내용 등을 기술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제안 제품별로 제조사와의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 기술

Ⅲ. 사업관리 추진 일정 및 계
부문
획
수행 조직 및 업
무 분장
투입 인력 및

❍ 추진 상세 일정 및 사업 일정에 따른 진척도 관리 방안 기술
❍ 사업을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제안사, 제조사, 분야별 전문가 활용 방안을 명확히 기술
❍ 사업 수행인력 투입계획 및 투입 인력 이력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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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항목
이력 사항
시험/운영 및 안
정화 방안

작성방법
(별지7호 서식 포함)
❍ 도입장비의 전반적인 시험방안 및 기본 운영체계를 제시
❍ 본 사업관련 교직원의 신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 지원 방안
기술

교육훈련 등
지원

- 신기술 세미나(전문가 특강 등), 교육지원 등
❍ 유지보수 기술 이전 방안 기술

Ⅳ. 지원부문

- 기술 이전을 위한 범위, 절차 및 일정 등
- 무상유지보수기간, 유상유지보수요율 등 제시
❍ 신기술도입, 신규서비스 창출, 개선사항, 효율과 비용절감 등에
추가제안

대한 혁신 제안.
단, 본 사업 목적에 무관한 추가제안은 제외

Ⅴ. 가격부문

V

견적가격

❍ 세부항목별 견적금액 제시(부가가치세 포함)
(별지2, 3호 서식 포함)

제안서 제출안내

1. 제출서류
제출
여부

구분
제안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및
제안서 원본 USB(혹은 CD) 2개

제안서
제출

비고
용지는 A4 기준으로 작성하고
100매 이내로 작성(별첨 제외)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밀봉제출) 1부

○

- 별지 2호 서식
- 별지 3호 서식

입찰참유의서 1부

○

- 입찰공고 첨부 참조

입찰참가신청서 1부

○

- 입찰공고 첨부 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입찰공고 첨부 참조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

- 입찰공고 첨부 참조

최근 3년 실적증명서 원본 1부

○

- 별지 5호 서식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 입찰공고 첨부 참조

확약서 1부

○

- 별지 8호 서식

서약서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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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9호 서식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 1부

○

제조사 제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

- 별지 7호 서식

공인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증명서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등)

○

재무제표 각1부 (최근 3년)

○

입찰참가자격 확인 자료 일체

○

- 입찰공고 첨부 4. 입찰참가자격 참조

2. 제출 방법
1)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해야 한다.
2)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
는다.
3)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괄 접수하여야 한다.

3. 제안서 효력
1)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3)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
되는 부문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의 부담으로 한다.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
한다.
3) 제안사의 사업수행 경험과 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 자격, 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4)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주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5)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6) 발주자는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7) 주 사업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
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
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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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외부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체결 전에 본 사업이 취소, 보류,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
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VI

별지서식

[별지 1호 서식] 제안서와 별도 제출

[별지 2호 서식] 제안서와 별도 밀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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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입찰참가신청서

즉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인

입
찰
개
요

대
리
인

입찰일자
입찰건명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및 의정부 캠퍼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자에게 위임합니다.

용 같이 신고합니다.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감



- 사용인감

당사는 귀사가 추진하는 “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및 의정부 캠퍼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
제안 요청과 관련하여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입찰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0년
신청인(대표자)
을지대학교의료원 귀하

- 58 -

월

일
 본인감날인

가
사

업

격

제

안

서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

) 개월

일금

원 (￦

)

금
구

분

액

의정부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

비

고

유선

부가세 포함

무선

부가세 포함

보안

부가세 포함

기타

부가세 포함

장 비
및
S/W

부가세 포함
소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산출세부 내역서
년
주관사업자 :

을지대학교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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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월

일
직인

[별지 3호 서식] 제안서와 별도 밀봉 제출

가격산출 세부 내역서
분 류

제품명

제조사

수 량

정상가

유선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무 선

보

안

기 타

합

계

추가제안

참고)
1. 의정부 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 구분하여 금액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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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가격

제안가

할인율

[별지 4호 서식]

업체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주

대표자명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홈페이지 주소
조직 및 인원
관련사업분야 및 규모
(매출액)
신용평가등급(유효기간)
자 본 금
매출액(최근 3개년)

20OO년(

), 20OO년(

), 20OO년(

)

순이익(최근 3개년)

20OO년(

), 20OO년(

), 20OO년(

)

부채비율(최근 3개년)

20OO년(

), 20OO년(

), 20OO년(

)

유동비율(최근 3개년)

20OO년(

), 20OO년(

), 20OO년(

)

※ 부채비율: 기업의 타인자본(부채) 의존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 유동비율: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유동자산(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부채(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부채)로 나눈 비율
※ 국세청 발급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바람.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바람(단,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바람.
2. 회사연혁
년/월/일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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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별지 5호 서식]

주요사업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 기재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네트워크 관련 실적

구분

연도

계약명

계약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 발주처 발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위 정보 모두가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원본 대조필 날인 필) 제출바람.
(확인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입찰취소 및 계약해제·해지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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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별지 6호 서식]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신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청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인

증명서 용도

제 출 처

을지대학교의료원

사업의 종류
계 약 명

계약내용
계
약

계약구분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내
용
전산장비/네트워크
구축,공사,납품 실적
중 택 1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년

월

일

명
서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발
급

주 소 :

(FAX번호 :

)

기
관
발급부서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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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소

자

직

격
명
연
령

속
만

위

세

본사업참여기간

증

본 사업

취득일

참여분야

해 당 분 야 근 무 경 력

20 . . . - 20 . . .

사업개요

년

참여율

경

사업명

종류

월

%
력

참여기간
(년.월.- 년.월)

담당업무

주) 본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 (최근참여 사업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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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비고

[별지 8호 서식]

확 약 서
본인은 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및 의정부 캠퍼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 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을지대학교의료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할 것이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평가를 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구축에 관련된 일체 장비와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반드시 정식 라이센스로
구축되어야하며,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 사업 공급사에서 져야한다.

상 호 (법인명) :
주
대

소 :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2020년

월

일

을지대학교의료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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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9호 서식] 제안서와 별도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
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의료원에서 발
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
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
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교의 조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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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당사가 귀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위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을지대학교의료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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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별지 10호 서식] 계약 후 추후 제출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
본인은 2020년

월

일부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및 의정부 캠퍼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및 의정부 캠퍼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포함)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0년

서

약

자

업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생 년

체

일

명 :

(서명)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서명)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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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1호 서식] 계약 후 추후 제출

보 안 서 약 서 (직 원 )
본인은 2020년 월

일부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및 의정부 캠퍼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및 의정부 캠퍼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관련된 업무 자료가
기밀 사항(누출금지 대상정보)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포함)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0년

서약자

서 약
집행자

소속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월

일

인

인

- 69 -

[별지 12호 서식] 계약 후 추후 제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나는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및 의정부 캠퍼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및 의정부 캠퍼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관련된 업무 처리
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하겠습니다.
2. 나는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3. 나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나는 상기 2항과 3항을 위반한 때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5조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년

서약자

소속

직급

생 년
성

월

일

월 일
명

(서명)

을지대학교의료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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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3호 서식] 계약 후 추후 제출

정보보안 준수 확약서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및 의정부 캠퍼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네트워크 구성도, 케이블 배선도, 통합 ID, IP, 접근계정 등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취득하거나
부여받은 권한을 사용하여 을지대학교의료원의 자료에 대한 임의 변경 및 유출을 하지 않겠다.

2. 용역사업 수행기간 동안 용역수행 장소의 출입을 위해 본교 위탁경비업체의 출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이며, 서버실은 직원의 감독 아래 출입을 한다.

3. 정보저장매체(노트북,PC, 휴대용저장매체)의 반입/반출 시 본의료원의 정보보안 담당자의 바이러스
검사, 보관자료 확인 등의 통제절차를 충실히 이행한다.

4. 이상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서 약 자

확 인 자

생년월일

:

직 위(급)

:

성

:

명

월

일

(서명)

을지대학교의료원 정보보안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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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별지 1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거부
□ 동의/□ 거부
□ 동의/□ 거부
□ 동의/□ 거부
□ 동의/□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서명 해야함.
본인은 을지대학교의료원의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및 의정부 캠퍼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을지대학교의료원이 수행하는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및 의정부 캠퍼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 입
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0년

을지대학교의료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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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