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보체계관리단

시간 계획

시간

내용

비고

14:00 ~ 14:10

인사말 및 국정단 소개

국정단장

14:10 ~ 15:10

사업 및 외주용역사업 개요(사업당 5분)

사업팀장

15:10 ~ 15:30

휴식

15:30 ~ 16:00

사업 및 외주용역사업 개요(사업당 5분)

16:00 ~ 16:30

질의/응답

사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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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A 소개
KIDA 소개

기본 임무

국방 전반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에 기여
※ 한국국방연구원법 의거, 1979년 설립된 국방부 출연 국책연구기관(공공기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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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단 소개
국정단 소개

임무/기능

조직 구성

• C4I(ATCIS, KJCCS, AKJCCS 등)

• 군수통합(물자, 탄약, 장비정비)

• 통합재정정보체계

• 국방아키텍처 유지보수

• M&S(태극JOS, M&S표준자료 등)

• 군수소요획득체계

• 시설/동원정보체계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PMO

• MPS(T-50, FA-50, RF-16 등)

• 군수품현장관리자동화체계

• 군인연금/정보자원체계

• ISP 품질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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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단 연혁
연혁
『IT컨설팅그룹(ITCG)』
명칭 변경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
전담기관 지정

『정보화전략계획 전담기관』
전담기관 지정

『국방컨설팅사업단』

『국방정보체계관리단』

『국방정보체계관리단』

신설

명칭 변경

정식 편제화

주요 연혁
▪ 국방CALS 사업단 해체에 따라 국방부 요구에 의해 자원관리 정보체계 유지보수 전담조직으로 창설 ('02년)
▪ IT전문가 위주의 전문인력 100여명 편성, 전장·자원, M&S 및 정보화 기술지원 분야 전담체계 구축 ('10년)

▪ '11년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 지정, 전장·자원·M&S 분야 유지보수 전담기관 지정·업무수행
▪ '21년 국방정보화전략계획(ISP) 전담기관 지정·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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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A (국정단) 소개
근무지
업무 특성에 따라 5개 지역에 분산 근무
근무지

사업팀

근무 시설

연구원

행정실, 군통, MPS, 보라매

KIDA 평화관

재정, 동원, 군인연금, 시설, 정보자원관리, 군수소요

국방부 파견사무실

통계, 빅데이터

국방부 파견사무실

AKJCCS, KJCCS

국방부 파견사무실

태극JOS, M&S표준자료

합참 파견사무실

EA, ICT지원단

국방부 파견사무실

3707부대

정보분석지원체계

사령부 파견사무실

지작사

DIDC PMO

국방데이터센터 파견사무실

육군본부

ATCIS

계룡대 파견사무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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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단 외주용역 사업 요약
체계명

기간

용역 예산(VAT 포함)(원)

투입인력 요구사항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계약일 ~ 22.12.31

1,651,147,000

국방군수소요획득정보체계

계약일 ~ 22.12.31

385,193,000

응용SW개발(4)

군수품현장관리자동화체계

계약일 ~ 22.12.31

231,285,000

SW기능개선(1), IT시스템 기술지원(0.5)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

계약일 ~ 22.12.31

1,438,801,000

군인연금정보체계

계약일 ~ 22.12.31

165,561,000

응용SW개발(2)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계약일 ~ 22.12.31

626,365,000

SW유지보수(3), SW기능개선(4)

국방동원정보체계

계약일 ~ 22.12.31

892,367,000

응용SW개발(7), UHD(2)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계약일 ~ 22.12.31

144,631,000

SW 유지보수(1.5)

태극JOS모델

계약일 ~ 22.12.31

232,385,000

데이터아키텍트(1), 응용SW개발(1)

국방M&S표준자료체계

계약일 ~ 22.12.31

254,066,000

응용SW개발(1.25), IT지원기술(1)

보라매모델

계약일 ~ 22.12.31

45,227,000

AKJCCS

계약일 ~ 23.12.31

2,652,208,000

SW유지보수/기능개선(3), HW 유지보수(4)

ATCIS SW

계약일 ~ 22.12.16

2,376,265,000

사업관리(1), 응용SW개발(20), 안정화지원(1)

ATCIS HW(계약완료)

21. 1. ~ 22. 12. 31.

8,050,000,000

HW 유지보수

T-50계열 MPS

계약일 ~ 23. 6.31

540,000,000

사업관리(1), 정비담당(원주/예천(1), 광주(1))

KF-X MPS

계약일 ~ 23.12.31

330,000,000

응용SW개발(2)

국방통계정보체계

계약일 ~ 22.12.31

304,085,000

응용SW개발(3)

빅데이터 분석 포털

계약일 ~ 22.12.31

253,404,000

데이터/업무분석(각 0.5), 응용SW개발(1.5)

국방아키텍처(계약완료)

계약일 ~ 22.12.31

96,650,000

응용SW개발(16), 고객지원센터(1)

SW유지보수(13), UHD(4)

SW기능개선(0.5)

UI/UX 개발(1)

※ 예산, 투입인력 요구사항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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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군수관리부
부장 이육만
☎02-961-1687

자원관리부
부장 이동준
☎02-6424-5607

전장관리부
부장 이상철
☎02-748-5948

기술지원부
부장 윤병권
☎02-6424-5879

체계명

페이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9

국방군수소요획득정보체계

11

군수품현장관리자동화체계

13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

15

군인연금정보체계

17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19

국방동원정보체계

21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23

태극JOS모델

25

국방M&S표준자료체계

27

보라매모델

29

AKJCCS

31

ATCIS SW

33

ATCIS HW(계약완료)

35

T-50계열 MPS

37

KF-X MPS

39

국방통계정보체계

41

빅데이터 분석 포털

43

국방아키텍처(계약완료)

45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DELIIS: Defense Logistics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1/2)

유지보수 사업 개요
⚫ 체계 정의: 국방부로 부터 단위부대(중대급)까지 전군의 1종~9종(6종 제외)의 군수품에 대한
군수업무 수행을 지원하며, 자원관리체계, 전장관리체계, 외부정보체계 등과 연계하는 체계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2개월)
⚫ 소요제기기관/집행기관/유지보수 전담기관: 국방부 군수국/국전원/KIDA 국정단

⚫ 사용제대(부서): 국방부/합참/국직 ~ 각군의 단위부대
⚫ 사업범위
– 응용체계 유지보수/성능개선
– S/W 품질보증/형상관리(각종 산출물관리, 응용SW의 버전 및 이력관리 등)
– DBMS 관리(SQL튜닝, 프로시저 작성, 테이블간 교차점검 등)
– 사용자/운영자 지원(QnA, 교육지원, 각군 현장지원)
⚫ 체계 운용환경

– WEB/WAS/DBMS: WebtoB / JEUS 7 / Oracle 12c
– 개발언어: JAVA, JSP, 웹스퀘어(UI), OZ(Report)

⚫ 사업수행장소: KIDA 평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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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DELIIS: Defense Logistics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2/2)

'22년 유지보수 외주용역 사업 개요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2개월)
⚫ 사업예산: 1,651,147천 원(VAT 포함)

⚫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요구사항

– 응용 S/W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기 계획된 계획유지보수 및 일반유지보수)
– 체계 운영지원(체계운영지원 및 사용자지원)
– 유지보수 상주 인력 17명 이상
직무

직무 정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 설계,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

응용 SW개발
16명 이상

1) 분석 :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 명세화 및 요구사항 검증을

수행하는 능력
2) 설계 :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분석 결과, SW 아키텍쳐 가이드라인 및 SW 아키텍처 산출물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 설계, 타 시스템 연동에
대하여 상세 설계하는 능력

고객지원센터
1명 이상

국방부 및 국직부대 사용자 유선전화 응대(장애접수, 사용자 요구사항 질의 응대, 개선요구사항 등 접수 및
체계 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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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수소요획득정보체계 (1/2)

유지보수 사업 개요
⚫ 체계 정의: 유사시를 대비한 1년간 군수품의 소요/능력을 판단하여 부족소요에 대한 획득계
획을 관리, 분석하는 정보체계

⚫ 소요제기기관/집행기관/유지보수 전담기관: 국방부/국방전산정보원/KIDA 국정단
⚫ 사용제대(부서): 국방부, 합참, 각 군(사/여단, 함대, 비행단급 제대) 및 국직부대

⚫ 사업범위
– 응용체계 유지보수/성능개선, 연계/연동관리
– S/W 품질보증/형상관리, DBMS 관리
– 체계 공통운용 지원: 체계관리, 장애관리
⚫ 체계 운용환경
– 화면 수 / 업무기능 수: 1,199개 / 770개
– 개발언어: JAVA, OZ-Application 등

– 프레임워크: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 사업수행장소: 국정단 국방부 파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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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수소요획득정보체계 (2/2)

'22년 유지보수 외주용역 사업 개요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2개월)
⚫ 사업예산: 385,193천 원(VAT 포함)

⚫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요구사항

– 22년 계획유지보수 11건에 대한 기능개선 및 일반유지보수, 연계/연동업무 처리
– DBMS 관리 및 SW 품질보증/형상관리, 장애대응
– 유지보수 상주 인력 4명 이상
직무

직무 정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 설계, 구현 및 테스트, 배포

1) 분석 :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 명세화 및 요구사항 검증을
응용 SW개발
4명 이상

수행하는 능력
2) 설계 :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분석 결과, SW 아키텍쳐 가이드라인 및 SW 아키텍처 산출물
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 설계, 타 시스템
연동에 대하여 상세 설계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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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현장관리자동화체계 (1/2)

유지보수 사업 개요
⚫ 체계 정의: PDA를 활용하여 군수물자를 보급 및 정비관리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 소요제기기관/집행기관/유지보수 전담기관: 국방부 군수국/국방전산정보원/KIDA 국정단
⚫ 사용제대(부서): 1·2·3 보급단(육군) 등 11개 부대

⚫ 사업범위
– 바코드 생성 업무 웹 개발 등 응용SW 계획/일반유지보수(기능개선, 보완, 오류수정 등)
– HW 및 상용SW 점검, DB 및 시스템 작업
– 현장부대 방문점검(PDA), PDA 사용자 대상 교육 지원 등
⚫ 체계 운용환경
– 유선/무선: Window Embedded Handheld 6.5, AIX OS, Jeus, Oracle/Android
9.0(pie), Linux OS, Jeus, Cubrid, Oracle

– 개발언어: C++, JAVA, JSP
⚫ 사업수행장소: 국정단 국방부 파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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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현장관리자동화체계 (2/2)

'22년 유지보수 외주용역 사업 개요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2개월)
⚫ 사업예산: 231,285천 원(VAT 포함)

⚫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요구사항

– 22년 군수품현장관리자동화체계 SW기능개선에 대한 기능개선 및 수시 요구사항 반영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및 조치
– 유지보수 상주 인력 1명
직무
SW 기능개선
1명 이상
IT시스템 기술지원
0.5명(비상주) 이상

직무 정의
 Window CE기반 C# 개발 가능
 Java, JSP,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개발 가능
 유지보수 대상 HW/상용SW의 점검관리/유지보수/기술지원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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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 (NDIFIS: National Defense Integration Finance Information System) (1/2)

유지보수 사업 개요
⚫ 체계 정의: 국방부문 재정활동의 전 과정에 관한 통합된 재정정보를 관리, 분석하는 시스템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소요제기기관/집행기관/유지보수 전담기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과/국방전산정보
원 자원정보화과/KIDA 국정단

⚫ 사용제대(부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각 군 및 국직부대, 조달청
⚫ 사업범위
– 중기계획, 예산편성/운영/결산, 지출, 재무회계 등 개발SW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 기재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군수통합, 조달 등 대내외 연계 및 연동모듈 관리
– SW 품질/형상 관리, DBMS관리, 체계 운영지원, 장애대응관리, 헬프데스트 운영
⚫ 체계 운용환경
– OS: AIX 6.1

– WEB/WAS/DBMS: WebToB4 / JEUS 6 / Oracle 11g
– 개발언어: JAVA, JSP, FLEX, XML

⚫ 사업수행장소: 국정단 국방부 파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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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 (NDIFIS: National Defense Integration Finance Information System) (2/2)

'22년 유지보수 외주용역 사업 개요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2개월)
⚫ 사업예산: 1,438,801천 원(VAT 포함)

⚫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요구사항

– 응용SW의 22년 계획유지보수 및 일반 유지보수 처리
–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및 장애 조치,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지원
– 사용자 질의/응답을 위한 UHD(User Help Desk) 운영
– 유지보수 상주 인력 17명 이상
직무

직무 정의
 국방정보시스템(재정 등) 개발 및 유지보수 경험자

SW 유지보수
13명 이상

 국방정보시스템(재정 등) 운영지원/유지보수 경력 2년 이상 자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JAVA, JSP, PL/SQL, XML, Flex 등) 가능한 자

 대용량 DB(ORACLE 등) 설계 및 활용 가능한 자
 주 전산기 Unix/Window 시스템 사용 가능한 자

UHD(헬프데스크)
4명 이상

 해당 분야 1년 이상 근무경험자로서 체계 사용법 및 업무 설명 가능한 자
16

군인연금정보체계 (MPS: Military Pension System) (1/2)

유지보수 사업 개요
⚫ 체계 정의: 군인이 복무만료, 장애,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퇴직, 사망, 요양하는 경우 본인/
유족에게 적절한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 하는 체계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소요제기기관/집행기관/유지보수 전담기관: 국. 군인연금과/국방전산정보원/KIDA 국정단

⚫ 사용제대(부서): 국방부 군인연금과/재해보상과, 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현충원, 연금수급자
⚫ 사업범위
– 재정관리/급여관리/수급권자관리/민원서비스/연금조회 등 SW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 SW 품질보증 및 형상관리/DBMS 관리/연계 및 연동모듈 관리/예방점검 및 장애조치 지원
– 국회/행안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 유관기관 요청 자료제공
⚫ 체계 운용환경
– OS / 모델명: HP-UX(11.31) / Superdom2

– WEB/WAS/DBMS: Weblogic 10.3 / Oracle 9i
– 개발언어: JAVA, JSP

⚫ 사업수행장소: 국정단 국방부 파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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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정보체계 (MPS: Military Pension System) (2/2)

'22년 유지보수 외주용역 사업 개요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2개월)
⚫ 사업예산: 165,561천 원(VAT 포함)

⚫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요구사항

– 연금지급을 위한 은행입금철 일괄처리 등 계획유지보수 대상 12건에 대한 기능개선
– 연계 및 연동모듈 관리 기술 지원
– 기반체계 예방점검 및 장애조치 시 기술 지원
– 국방부, 재정관리단 및 대외기관 연금수급자 현황자료 지원
– 유지보수 상주 인력 2명 이상
직무
응용SW개발자
2명 이상

직무 정의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JAVA, JSP, HTML) 가능
 대용량 DB(ORACLE 등) 설계 및 활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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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1/2)

유지보수 사업 개요
⚫ 체계 정의: 국방 시설, 국유재산의 생명주기 전 과정에 관한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체계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2개월)

⚫ 소요제기/집행/유지보수 전담기관: 국. 군사시설기획관실/국방전산정보원/KIDA 국정단
⚫ 사용제대(부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각 군 및 국직부대

⚫ 사업범위
– 응용SW 계획/일반유지보수(기능개선, 보완, 오류수정 등) 및 형상관리
– DB 및 시스템 작업
– 사용자 질의응답을 위한 게시판 운영 및 전화 응대
–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 체계 운용환경
– OS: Solaris 11.3

– WEB/WAS/DBMS: WebtoB 4.1 / JEUS 6.0 / Oracle 11g / Tibero 6.0
– 개발언어: JAVA, JSP

⚫ 사업수행장소: 국정단 국방부 파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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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2/2)

'22년 유지보수 외주용역 사업 개요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2개월)
⚫ 사업예산: 626,365천 원(VAT 포함)

⚫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요구사항

– 22년도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계획/일반유지보수 수행
– 정보체계 점검,보완,개선, 장애 복구 등의 기술지원
– 사용자 교육, 산출물 보정, 형상관리 등의 업무지원 및 운영 업무 수행
– 자격 요건을 충족한 유지보수 상주 인력 7명 이상
직무

SW 개발 7명 이상

직무 정의

 국방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또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유경험자
 대용량 DB(Oracle, Tibero 등) 설계 경험 및 활용가능
 Web Application 개발 가능자(JAVA, 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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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동원정보체계 (DMOBIS: Defense MOBilization Information System) (1/2)

유지보수 사업 개요
⚫ 체계 정의: 예비군, 인원, 물자를 포함한 모든 동원자원을 관리하고, 모의분석 및 지휘결심 지
원을 통한 예비전력 극대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정보체계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소요제기/집행/유지보수 전담기관: 국방부 동원기획관실/국방전산정보원/KIDA 국정단

⚫ 사용제대(부서): 국방부, 병무청, 각 군 및 국직부대,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
⚫ 사업범위
– 응용 SW 계획/일반 유지보수 업무 수행 (기능개선, 신규기능개발, 보완, 오류수정 등)
– 대내외 체계 연동관리 및 DB관리, 시스템관리
– 사용자 문의 응대를 위한 콜 센터 및 게시판 운영,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지원, 자료 지원 등
⚫ 체계 운용환경
– OS: HP-UX, Linux

– WEB/WAS/DBMS: WebToB 4.1/JEUS 6/Oracle 11g
– 개발언어: JAVA, JSP, XPlatform

⚫ 사업수행장소: 국정단 국방부 파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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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동원정보체계 (DMOBIS: Defense MOBilization Information System) (2/2)

'22년 유지보수 외주용역 사업 개요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2개월)
⚫ 사업예산: 892,367천 원(VAT 포함)

⚫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요구사항

– 응용 SW 계획/일반 유지보수 업무 수행 (기능개선, 신규기능개발, 보완, 오류수정 등)
– 사용자 문의 응대를 위한 콜 센터 및 게시판 운영
–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지원, 자료 지원 등
– 상용 SW 유지보수 포함 (모바일App 바이러스 백신 라이센스 갱신 외 6종)
– 유지보수 상주 인력 9명 이상 (응용SW개발자 7명 이상, 헬프데스크 : 2명 이상)
직무
응용SW개발자
7명 이상
UHD(헬프데스크)
2명 이상

직무 정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JAVA, JSP, XPLATFORM 개발 경험자
 대용량 DB(ORACLE 등) 설계 및 활용이 가능
 해당 분야 1년 이상 근무경험자로서 체계 사용법 설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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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DRIMS : Defense IT Resour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1/2)

유지보수 사업 개요
⚫ 체계 정의: 국방 정보자원의 소요제기에서 폐기에 이르는 업무과정을 지원하는 체계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소요제기/집행/유지보수 전담기관: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국방전산정보원/KIDA국정단
⚫ 사용제대(부서): 국방부, 각 군 및 국직부대

⚫ 사업범위
– 응용SW 계획/일반유지보수(기능개선, 보완, 오류수정 등) 및 형상관리
– DB 및 시스템 작업
– 사용자 질의응답을 위한 게시판 운영 및 전화 응대
–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 체계 운용환경
– OS: RHEL(Red Hat Enterprise Linux)

– WEB/WAS/DBMS: WebToB 5 / JEUS 8 / Tibero 6
– 개발언어: JAVA, JSP

⚫ 사업수행장소: 국정단 국방부 파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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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DRIMS : Defense IT Resour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2/2)

'22년 유지보수 외주용역 사업 개요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2개월)
⚫ 사업예산: 144,631천 원(VAT 포함)

⚫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요구사항

– 22년도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계획/일반유지보수 수행
– 정보체계 점검,보완,개선, 장애 복구 등의 기술지원
– 사용자 교육, 산출물 보완, 형상관리 등의 업무지원 및 운영 업무 수행
– 자격 요건을 충족한 유지보수 상주 인력 1.5명 이상
직무

SW 유지보수
1.5명 이상

직무 정의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JAVA, JSP 등) 가능한 자
 대용량 DB(Tibero 등 ) 설계 및 활용 가능한 자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개발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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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JOS모델 (JOS: Joint Operations Simulation) (1/2)

유지보수 사업 개요
⚫ 체계 정의: 합참주도하에 전구 작전수행능력을 배양하고, 합동 전력 및 부대구조 발전 소요를
도출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을지태극연습을 지원하기 위한 합동작전 모의모델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소요제기 및 집행/유지보수 전담기관: 합동참모본부 분석실험실/KIDA 국정단

⚫ 사용제대(부서): 합참 및 작전사 지휘관 및 참모, 합참대, 합동대 학생장교
⚫ 사업범위
– 태극JOS모델 SW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 태극JOS모델 연동체계 운영 및 연동기능 개선
– 연습지원(을지태극연습, 합참대, 합동대 전쟁연습)
⚫ 체계 운용환경
– OS: RedHat Linux 6.1(서버), Windows10(클라이언트)

– DBMS: Oracle 11g
– 개발언어: C++, Visual C++

⚫ 사업수행장소: 국정단 합참 파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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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JOS모델 (JOS: Joint Operations Simulation) (2/2)

'22년 유지보수 외주용역 사업 개요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2개월)
⚫ 사업예산: 232,385천 원(VAT 포함)

⚫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요구사항

– 태극JOS모델 SW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 태극JOS모델 연동체계 운영 및 연동기능 개선
– 연습지원(대전, 논산 등 출장 지원)
– 유지보수 상주 인력 2명 이상
직무
데이터아키텍트
1명 이상
응용SW개발자
1명 이상

직무 정의
 M&S 경력 2년 포함, 개발경력 7년 이상 보유자
 데이터를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 설계, 개선이 가능한 개발 숙련자
 M&S 경력 2년 포함, 개발경력 5년 이상 보유자

 C++, Visual C++ 개발 숙련자
 HLA/RTI 연동기술 숙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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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M&S표준자료체계 (M&S: Modeling and Simulation) (1/2)

유지보수 사업 개요
⚫ 체계 정의: M&S 입력자료의 일관성 확보와 재사용성을 향상하고 체계간 상호운용성 여건을
조성하여 모의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웹기반 포털 자료체계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2개월)
⚫ 소요제기 및 집행기관/유지보수 전담기관: 합동참모본부/KIDA 국정단

⚫ 사용제대(부서): 합참, 연합사, 각 군부대
⚫ 사업범위
– HW(서버, NW, 정보보호체계) 14식, 상용SW 18종 기반환경 유지보수
– 응용SW(WEB 포탈시스템) 기능개선, 운영환경 전환(MS IE → MS Edge 전환)
– 표적피해산출도구 기능개선(통합화력운용, 부수적피해평가 고도화 등)
⚫ 체계 운용환경
– OS: Linux Redhat EE 7.3 / Windows Server 2016

– WEB/WAS/DBMS: Webtier 12c / Weblogic 12c / Oracle 12c
– 개발언어: JAVA, JSP, Xplatform

⚫ 사업수행장소: 국정단 합참 파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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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M&S표준자료체계 (M&S: Modeling and Simulation) (2/2)

'22년 유지보수 외주용역 사업 개요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2개월)
⚫ 사업예산: 254,066천 원(VAT 포함)

⚫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요구사항

– HW(서버, NW, 정보보호체계) 14식, 상용SW 18종 예방정비/장애조치
– 응용SW(WEB 포탈시스템) 기능개선, 운영환경 전환지원(MS IE → MS Edge 전환)
– 표적피해산출도구 기능개선지원(통합화력운용, 부수적피해평가 고도화 등)
– 유지보수 상주 인력 2.25명 이상(응용SW 개발자 15M/M, IT지원기술자 12M/M)
직무

직무 정의

응용SW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데이터표준화/자료구축 등 유관 경험자

1.25명(15M/M)

 Oracle 기반의 DBMS 운용 경험자

이상

 전자정부프레임워크 Java, Jsp, Weblogic, Xplatform 개발 경험자

IT지원 기술자

 주 전산기 Linux/Window OS 운용 경험자

1명(12M/M) 이상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장비 운용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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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모델 (BORAME : Base Operations Readiness Assessment Model & Exercise) (1/2)

유지보수 사업 개요
⚫ 체계 정의: 적 공격에 의한 비행기지 시설 방호, 피해복구, 항공임무, 각종 지원/자원을 모의
하여 기지피해와 항공임무 수준을 분석하는 M&S체계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2개월)
⚫ 사업 및 관리/유지보수 전담기관: 공군항공우주전투발전단 분석평가처/KIDA 국정단

⚫ 사용제대(부서): 공군항공우주전투발전단 분석평가처 모의분석과
⚫ 사업범위
– 확산탄에 의한 피해대상 범위 확대
– 장사정포 KN-25(600mm) 모의
– 민항주기장의 주기능력 모의 확보
– 리베트먼트를 별도 시설물 종류로 관리/운용
⚫ 체계 운용환경

– OS/DB: 윈도우10 / Oracle 10g
– 개발언어: C/C++

⚫ 사업수행장소: 국정단 국방부 파견사무실 또는 KIDA 평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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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모델 (BORAME : Base Operations Readiness Assessment Model & Exercise) (2/2)

'22년 유지보수 외주용역 사업 개요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2개월)
⚫ 사업예산: 45,227천 원(VAT 포함)

⚫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요구사항

– SW 기능개선(확산탄 피해대상확대, 장사정포 모의, 민항주기장 주기능력 모의 등)
– 보라매모델 운영지원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 SW 개발보안 관리지원(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및 조치)
– 유지보수 비상주 인력 1명(응용SW 개발자 6M/M)
직무

직무 정의

응용SW 개발자

 국방 M&S체계 개발 및 유지보수 유경험자

(6M/M,비상주)

 개발언어(C/C++)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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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지휘통제체계 (AKJCCS: Allied Korea Joint Command Control System) (1/2)

유지보수 사업 개요
⚫ 체계 정의: KJCCS, CENTRIXS-K와 DB자료연동, Web연동, 전문/E-Mail 연동으로 실시간
전장상황을 공유하고 작전간 전략/전술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교환하는 체계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약 24개월)
⚫ 소요제기/집행/유지보수 전담기관: 합동참모본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KIDA 국정단

⚫ 사용제대(부서): 합참, 연합사, 각 군 본부 및 지작사 등 주요사령부와 군단급 부대
⚫ 사업범위
– 정보/작전/화력/인사/군수, 상황도, 전문 및 체계연동 등 개발SW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 서버/NW/단말장비 및 상용SW 등 기반체계 유지보수
– 체계 공통운용 지원: 체계관리, 장애관리 및 주요 연습지원간 SW/HW 상주 지원
⚫ 체계 운용환경
– OS: AIX 6.1 / Windows Server 2019

– WEB/WAS/DBMS: OHS / Weblogic 11g / Oracle 11g
– 개발언어: JAVA, JSP

⚫ 사업수행장소: 국정단 국방부 파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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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지휘통제체계 (AKJCCS: Allied Korea Joint Command Control System) (2/2)

'22년 유지보수 외주용역 사업 개요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약 24개월)
⚫ 사업예산

(장비 HW 유지보수 포함, VAT 포함)

(단위 : 천원)

계

2022년 (22.1~22.12)

2023년 (23.1~23.12)

2,652,208

1,302,048

1,350,160

⚫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요구사항

– 22~23년 AKJCCS SW기능개선 대상 29건 중 4건에 대한 기능개선 및 SR처리
– 기반체계(HW 및 상용SW 등) 월간/분기 예방정비 및 장애대응
– 유지보수 상주 인력 7명 이상 [기반체계(HW) 유지보수 4명, SW 3명]
직무
기반체계 PL 1명
(외주용역 사업관리자)
SW 유지보수/기능개선
3명 이상
기반체계 유지보수
3명 이상(B1/U3)

직무 정의
 기반체계(HW/상용SW) 구축 및 운용 경력 5년 이상자
 국방정보체계 유지보수 사업에서 기반PL 임무 수행 경력
 국방정보시스템(군 C4I체계) 개발 및 유지보수 또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유경험자
 국방정보시스템(군 C4I체계) 운영지원/유지보수 경력 3년 이상자
 서버운영관리(OS, DB관리, 스토리지 등) 경력 5년 이상자 / B1, U3 상주(각1명 이상)
 네트워크운영관리(라우터, 백본, 스위치 등) 경력 3년 이상자 / B1 상주(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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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IS 개발SW 기능개선 (ATCIS: 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 (1/2)

유지보수 사업 개요
⚫ 체계 정의
– 한국군 군단 및 예하 전술제대를 중심으로 전/평시 전장상황 파악, 최선의 대응책 수립 등

을 통한 효율적인 통합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운용하는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
⚫ 사용제대: 2작전사, 수방사, 항작사 등 주요사령부, 군단 및 예하 사단/여단/대대급 부대

⚫ 사업기간: 2022년 1월 17일~12월 23일 (약 11개월 / 예정)
⚫ 소요제기/집행/전담기관 : 육본(정보화기획참모부)/육군정체단/KIDA 국정단
⚫ 사업범위
– 정보/작전/화력/작전지속지원 및 상황도/전문/체계통합 등 분야별 개발SW 기능개선
– 웹포털, DRM 등 2차 성능개량체계에 적용된 상용제품 맞춤화 개발 관련 기능개선
– 웹브라우저 교체(IE11→크롬 등), 체계 단말 개방형OS 적용 관련 연구과제 수행
–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설정 변경 및 튜닝

– 체계관리자 교육 및 기술지원 등
⚫ 사업수행장소: 계룡대 국정단 파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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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IS 개발SW 기능개선 (ATCIS: 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 (2/2)

'22년 유지보수 외주용역 사업 개요
⚫ 사업기간/예산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년 12월 23일까지(약 10.5개월) / 23.7억원 (VAT 포함) (예정)

– 계약방법: 제한(총액)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요구사항

– 기능개선 대상항목 90건 중 54건 주관(36건 지원)
– SW 품질보증 및 형상관리 지원, 교육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안정화 활동 지원 등
⚫ 투입인력 요구사항
– 사업관리(1명): 국방정보체계 개발/유지보수사업 PM 또는 PL 경력 3년 이상
– 응용개발: 정보체계 개발/유지보수 수행경력 2년 이상 20명 내외
• Java / C++ 개발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유경험자

• 연동(IIM, 동기화 적용), 내장SW(MFE, DLP 등) 및 상황도 개발 유경험자
• HTML5 등 웹표준 적용, 개방형OS(구름 등 Linux 계열) 관련 지식 보유자

• DRM(Document Safer), 웹포털(유래로 스마트포털) 관련 전문업체 (비상주 가능)
– 안정화지원: 응용개발분야 투입인력 중 1명 (사업종료 후 6개월간 현장 상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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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IS HW 유지보수 (ATCIS: 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 (1/2)

유지보수 사업 개요
⚫ 체계 정의
– 한국군 군단 및 예하 전술제대를 중심으로 전/평시 전장상황 파악, 최선의 대응책 수립 등을

통한 효율적인 통합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운용하는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
⚫ 사용제대: 2작전사, 수방사, 항작사 등 주요사령부, 군단 및 예하 사단/여단/대대급 부대

⚫ 사업기간: 2021. 1. 1. ~ 2022.12. 31.(24개월)
⚫ 소요제기/집행/전담기관 : 육본(정보화기획참모부)/육군정체단/KIDA 국정단
⚫ 사업범위
– 일반 유지보수 : 예방정비, 고장수리, 예비장비/부품 확보, SLA 적용 등
– 정비센터 운영 : 중앙정비통제센터, 지역정비센터(14개소) 개설
– 유지보수 인력 : PM, 헬프데스크, 정비요원, 군사전문가, 기술지원 등
– 사업관리/지원 : 실적보고, 교육지원, 기술지원 협약, 스티커 부착 등

⚫ 사업수행장소: 계룡대 육군정보체계관리단 및 전국 주요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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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IS HW 유지보수 (ATCIS: 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 (2/2)

'22년 유지보수 외주용역 사업 개요

(계약 완료)

⚫ 사업기간 : 21. 1. 1.~ 22. 12. 31. (24개월)
– 계약금액 : 80.5억원 (VAT 포함)

– 계약업체 : 수빈정보기술, 융시스템, 두손CST(하도급 유진아이티. 제니앤시스템)
※차기사업(23~24)은 23년초 발주 예정(사업예산 100억원 이상, 미정)

– 계약방법: 경쟁입찰[(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공고: 院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 알리오
–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평가 : 90%, 가격평가 : 10%)
⚫ 주요 요구사항
– ATCIS 상용제품(HW: 23,577, SW: 41,053) 유지보수(고장정비/예방정비 등) 수행
– 정비센터 15개소 운영: 중앙정비통제센터, 지역정비센터(12), 특수지역정비센터(2)

– 체계운영/관리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체계관리자 교육(초/중급과정) 등
⚫ 투입인력 요구사항

– 중앙통제센터(2명): 유지보수 경력 7년 이상의 기술지원 총괄 및 헬프데스크 각 1명 (상주)
– 지역정비센터(38명): 정비센터별 3명(서버, NW, PC 각 1), 특수지역 1명(서버) (상주)
– 군사전문가(4명): 4개 권역별(경기북부,경기남부,강원,충청이남) 담당 각 1명 (비상주)
– 기술지원(16명 이상): 유지보수 대상 상용HW/SW 관련 기술지원 담당 (비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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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0계열 MPS(임무지원체계 (MPS: Mission Planning System) (1/2)

유지보수 사업 개요
⚫ 체계 정의: T-50 계열(T-50, FA-50 등) 항공기 조종사의 비행 전 임무계획, 리허설, 비행
후 임무 디브리핑을 지원하는 체계

⚫ 사업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약 12개월)
⚫ 소요제기기관 및 집행기관/유지보수 기관: 공군 군수사령부/KIDA 국정단

⚫ 사용제대(부서): T-50계열 항공기 운용 비행대대
⚫ 사업범위
– T-50계열 임무지원체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 NAS/스토리지/네트워크/MPS 터미널 및 상용SW 등 기반체계 유지보수
– 체계 공통운용 지원: 체계관리, 장애관리
⚫ 체계 운용환경
– WEB/WAS/DBMS: 독립 응용 체계로 WEB/WAS/DBMS 등 없음

– 개발언어: C#, C++, OSG(Open Scene Graph), DirectX 9
– 항공기 인터페이스: 별도의 항공용 미디어를 통해 항공기와 인터페이스

⚫ 사업수행장소: KIDA 평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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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0계열 MPS(임무지원체계 (MPS: Mission Planning System) (2/2)

'22년 유지보수 외주용역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약 12개월)
⚫ 사업예산: 540,000천 원(VAT 포함)

⚫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요구사항

– 체계 주요장비(스토리지, 네트워크 스위치, 터미널 등)에 대한 기술지원협약 필수
– 외산 항공전자 장비(GE Micro-CID) 유지보수
– 노후 장비 교체계획 수립 및 장비교체 수행
– 월간 예방정비 및 장애대응
– 사업관리자 1명, 지역별 정비담당자 각 1명
직무
사업 관리자 (비상주)
비행단 정비 담당자
(원주/예천, 비상주)

비행단 정비 담당자
(광주, 비상주)

직무 정의
 정보체계 개발 및 유지보수 경력 5년 이상
 NAS/스토리지/네트워크/서버 등 기반체계 유지보수 경력 3년 이상

 NAS/스토리지/네트워크/서버 등 기반체계 유지보수 경력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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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임무지원체계(MPS) 개발 (MPS: Mission Planning System) (1/2)

개발 사업 개요
⚫ 체계 정의: KF-21 조종사의 비행 전 임무계획, 리허설, 비행 후 임무 디브리핑 지원 체계
⚫ 사업기간: 2019년 1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80개월)

⚫ 소요제기기관/사업관리/체계개발기관: 방위사업청/한국항공우주산업/KIDA 국정단
⚫ 사용제대(부서): KF-21 항공기 운용 비행대대

⚫ 사업범위
– KF-21 비행임무 계획 소프트웨어 개발 (항공기 인터페이스 포함)
– KF-21 비행임무 디브리핑 소프트웨어 개발
– 지능형 무장 임무계획 기능 개발
– 탑재모의훈련체계 임무계획 및 디브리핑 기능 통합
⚫ 체계 운용환경
– WEB/WAS/DBMS: 독립 응용 체계로 WEB/WAS/DBMS 등 없음

– 개발언어: C#, C++, OSG(Open Scene Graph), DirectX 12
– 항공기 인터페이스: 별도의 항공용 미디어를 통해 항공기와 인터페이스

⚫ 사업수행장소: KIDA 평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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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임무지원체계(MPS) 개발 (MPS: Mission Planning System) (2/2)

'22년 유지보수 외주용역 사업 개요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약 18개월)
⚫ 사업예산: 330,000천 원(VAT 포함)

⚫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요구사항

– 3차원 지형생성 소프트웨어 개발 (신규 개발)
– 3차원 비행 가시화 기능 개선 (가시화 효과 개선, OSG 기반)
– 임무지원체계 상황도 성능개선 (DirectX 12 기반)
– SW 개발인력 2명 이상
직무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

직무 정의
 응용 SW 개발 경력 3년 이상
 3D Graphic 개발 유경험자 (DirectX, OpenSceneGraph 등)
 C++, C# 언어 개발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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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통계체계 (NDSTAT: National Defense Statistics System) (1/2)

유지보수 사업 개요
⚫ 체계 정의: 국방 통계정보의 조회, 관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2개월)

⚫ 소요제기/집행/유지보수 전담기관: 국. 혁신행정과/국방전산정보원/KIDA 국정단
⚫ 사용제대(부서): 합참, 연합사, 각 군 본부 및 지작사 등 주요사령부와 군단급 부대

⚫ 사업범위
– 통계관리시스템/국방부 및 각군 포털/분석통계시스템의 응용SW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 통계체계에 대한 운영업무(기반체계, 연동관리 등) 수행
– 국방부 및 각 군 관리자/통계담당자 교육, 기술지원 및 운영업무지원
⚫ 체계 운용환경
– 개발환경: AIX 6.1 / Oracle 11g / OHS / Web logic 12c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 개발언어: JAVA, JSP / WISE OLAP

⚫ 사업수행장소: 국정단 국방부 파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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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통계체계 (NDSTAT: National Defense Statistics System) (2/2)

'22년 유지보수 외주용역 사업 개요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2개월)
⚫ 사업예산: 304,085천 원(VAT 포함)

⚫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요구사항

– 통계포털/통계관리시스템/분석통계시스템 응용체계 유지보수/성능개선
– DBMS/연계관리, 시스템 운영지원, 장애조치 등
– 유지보수 상주 인력 3명 이상
직무

통계포털/관리시스템 분야
응용SW 개발자 1명 이상
분석통계시스템분야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

직무 정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Java, Jsp, 웹스퀘어 개발 경험(2년 이상) 보유

 BI 솔루션 WISEOLAP 개발/관리 경험 보유
※ 2년 이상 경력자 1명 이상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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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포털 (1/2)

유지보수 사업 개요
⚫ 체계 정의: 빅데이터 분석 포털을 통한 안정적인 분석환경 제공, 데이터 분석, 시각화 및 인건
비 예측 모델 등을 운영하는 체계

⚫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2개월)
⚫ 소요제기/집행/유지보수 전담기관: 국. 정보체계데이터과/국방전산정보원/KIDA 국정단

⚫ 사용제대(부서): 국방부 및 전군
⚫ 사업범위
– 포털/인건비 편성〮집행/피복 수요예측 등 응용SW유지보수 및 분야별 데이터 분석지원
– 빅데이터 서버/시각화 솔류션/R-Studio, 파이썬 등 기반/상용SW 유지보수 및 최신화
– 국방 지능형 플랫폼 구축 기술 및 국방부/재정단 사용자 체계 교육
⚫ 체계 운용환경
– 개발환경: Linux / Cubrid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 개발언어: JAVA, JSP, R, Python / R-studio, Jupiter NoteBook, i-Canvas, SplunkP
⚫ 사업수행장소: 국정단 국방부 파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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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포털 (2/2)

'22년 유지보수 외주용역 사업 개요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2개월)
⚫ 사업예산: 253,404천 원 (VAT 포함)

⚫ 계약방법: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요구사항

– 인건비 편성 등 5개 분석 모델에 대해 모델 유지보수 및 데이터 전처리, 시각화 등
분석모델 운영(R, Python) ※ 분석 모델은 집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포털 UI/UX개선, 시각화 화면 구축 및 개발
– 분석 모델, 빅데이터 기술 관련 사용자 교육
직무
데이터 분석가

업무분석가
응용SW개발자

직무 정의

 빅데이터 분석도구(R, Python)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 및 분석 경험자 (6MM 이상)
 국방정보체계 데이터 구축 및 분석 경험자(6MM 이상)
 인건비 편성/집행예측/실 집행, 피복 수요예측 모델 분석
 Java, Jsp, 시각화 도구 (I-Canvas / Splunk) 유경험자 (18M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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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아키텍처 (MND-EA) (MND-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Enterprise Architecture) (1/2)

유지보수 사업 개요
⚫ 체계 정의: 국방정보화 종합설계도로, 본 사업에서는 법∙제도에 명시된 국방아키텍처의 활용
목적을 달성하고 국방아키텍처의 활용성 증진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지원 수행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2개월)
⚫ 소요제기/집행/유지보수 전담기관: 국. 정보화기획과/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KIDA 국정단

⚫ 사용제대(부서): 국방부 및 전군
⚫ 사업범위
– 국방아키텍처 유지관리 (국방정보화아키텍처 현행화 및 범정부 EA 등록정보 유지관리)
– 국방아키텍처 활용 기술 지원 (국방아키텍처 기반 정보화 분야 의사결정 지원정보 제공)
– 국방아키텍처 기반기술 개선 지원 (국방아키텍처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선 지원)
– 국방아키텍처 도입∙운영 기술 지원 (국방아키텍처 도입∙운영 전반의 업무 및 기술 지원)
⚫ 체계 운용환경

– 일반적인 체계 유지보수가 아닌 국방정보화아키텍처 산출물 유지보수
– 국방부의 국방아키텍처 관련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한 기술 지원 수행

⚫ 사업수행장소: 국정단 국방부 파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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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아키텍처 (MND-EA) (MND-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Enterprise Architecture) (2/2)

'22년 유지보수 외주용역 사업 개요

(계약 완료)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2개월)
⚫ 사업예산: 96,650천 원 (VAT 포함)

⚫ 계약방법: 제한(총액)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요구사항

– 국방정보화아키텍처 모델링 및 국방아키텍처관리체계 등록 업무 지원
– 국방아키텍처 데이터 추가∙입력∙추출 지원
– 국방아키텍처 데이터를 기준으로 타 정보 연계∙정렬 시 작업 지원
– 기타 아키텍처 관련 모델링 작업 수행 시 지원
직무

직무 정의
 MND-AF v1.2 와 MNDAF v1.5 기반의 국방아키텍처 모델링 경험자

UI/UX 개발자
12M/M

 ARMS에 국방아키텍처 등록 경험자

 아키텍처 모델링 도구(Enterprise Architect, QLM) 사용 숙련자
 국방아키텍처 관련 제도, MNDAF, ARMS 등 국방아키텍처 기반기술 및 환경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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