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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보험사기 예방시스템(IIFDS)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안정화 포함)
□ 추진배경 및 목표
◦ 기존 보험회사별 자사정보 중심의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은 여러
회사를 넘나드는 지능적인 보험사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 다수의 보험회사를 통한 보험사기 수법이나, 동일한 사기 패턴을
인지하기 위해 정보공유가 필요한 상황
- 최근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Data 공유 경제의 활성화 및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춘 Big Data
분석 필요성이 대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2020년 개정

◦ 이에,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보험신용정보(보험계약⋅보험금
지급정보 등)를 가공⋅분석하고, Big Data 기반의 보험사기
유형별 배점⋅계량화된 지수(Score) 및 의심징후 등을 개발
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함으로써,
- 업계의 신속한 보험심사 결정을 통한 심사업무 효율성 향상
및 보험소비자 편익을 제고
-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예측력을 한층 강화하여 보험금 누수 방지
등 효과적 지원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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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과제
주요 과제
 시스템 인프라 구성

 보험사기 예측모형 개발 및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도입
 보험사기 이상징후 통계 분석

세부 추진과제
➀ 보험사기 예측모형 개발 및 통계분석·시각화를
위한 신규 IT인프라 도입
➀ 보험사기 예측모형 개발 및 스코어 산출
➁ 보험사기 예측모형 인공지능(AI) 기법 도입
➀ 이상징후 통계 분석 및 View 기능 개발
➀ 소비자보호 관리포털 개선

 소비자보호관리포털, 보험신용
정보관리포털 개선

➁ 보험신용정보 관리포털 개선
➂ 보험신용정보 사용자 권한 관리 개선

 보험사기 예방시스템(IIFDS)
서비스 개발, 시스템 테스트 등

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IIFDS) 조회서비스 구축 및 개선
➁ 대외계 구성 및 시스템 테스트

Ⅱ. 제안 요청사항
□ 목표시스템 개념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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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시스템 운영 현황*

※ 본 사업 관련 인프라 현황만 기재

가.

보험신용정보 처리 시스템

❍ 하드웨어 구성 현황
구 분

계정계

운영
채널계

계정계
개발
채널계

세부내역

AP 서버
WAS 서버
DB 서버
백본 스위치
WEB 서버
EAI 서버
EAI DB 서버
FEP 서버
FEP DB 서버
L4스위치
AP 서버
WAS 서버
DB 서버
WEB 서버
EAI 서버
EAI DB 서버
FEP 서버
FEP DB 서버

수량

OS : AIX
OS : AIX
OS : AIX
CISCO NEXUS9508
OS : AIX
OS : AIX
OS : AIX
OS : AIX
OS : AIX
F5 BIG-LTM-i5800
OS : AIX
OS : AIX
OS : AIX
OS : AIX
OS : AIX
OS : AIX
OS : AIX
OS : AIX

비 고

2
2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각 장비별
이중화 구성

단일 구성

❍ 소프트웨어 구성 현황
구 분
웹서버
WAS
DBMS
운영

단문문자발송
소스코드
차트 라이브러리
EAI 솔루션
FEP 솔루션
스케쥴링 솔루션
형상관리 솔루션
WEB
WAS
DBMS

개발

소스코드
차트 라이브러리
EAI 솔루션
FEP 솔루션
형상관리 솔루션

제품명

수량

WebtoB Standard 4.1
JEUS Enterprise 6
Oracle 11g Enterprise
Tibero Enterprise 6
Tibero Standard 6
Arreo SMS PLUS
자바 프로그램
D3.js

4
4
4
2
2
2
2
4
6
1
1
2
2
1
1
2

Inzent IGate
BMC Control-M v7.0
Softmanager
WebtoB Standard 4.1
JEUS Standard 6
Oracle 11g Standard
Tibero Standard 6
자바 프로그램
D3.js
Inzent IGate
Soft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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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서버
WEB 서버 4대
WAS 서버 4대
DB 2대 / FEP DB 2대
EAI DB 2대
보험파일전송 DB 2대
JDK 1.6
WEB 서버 2대
EAI AP 서버 2대
FEP 서버 2대
AP 서버 2대, EAI AP 서버 2대
WEB 서버 2대, AP 서버 2대, WAS 서버 2대
WEB 서버 2대
WAS 서버 2대 (JDK 1.6)
DB 1대 / FEP DB 1대
EAI DB 1대 / 보험파일전송 DB 1대
JDK 1.6
WEB 서버 1대
EAI AP 서버 1대
FEP 서버 1대
WEB서버 1대, WAS 서버 1대

나.

정보계 시스템

❍ 하드웨어 구성 현황
명 칭

제조사/모델

CPU
(Core)

수량

구 성

DW Appliance

IBM PDA

180

1

개발용 별도

ETL

IBM P780

6

1

개발용 별도

시각화

x3650

16

2

Active-Standby

통계분석(R)

x3650

8

1

통계분석(SPSS)

IBM P780

8

1

빅데이터 통합포털

IBM P780

4

2

위치

주전산
센터
(안양)

Active-Active

❍ 소프트웨어 구성 현황
구 분
ETL

제조사 / 제품명

수량

대상 장비

TeraStream

1

Penta Dataeye PIDI

1

Tableau

2

시각화

MS-R Repository

1

통계분석(R)

MS-R

N

분석담당자 PC

IBM SPSS Modeler

1

통계분석(SPSS)

Python

N

분석담당자 PC

Control-M

1

WebtoB, JEUS, Penta DataEye Portal

2

ETL
비식별 처리
시각화

통계분석

배치관리
빅데이터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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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포털

2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시스템 인프라 구성

명 칭
시스템 인프라(H/W·S/W) 공통 요구사항

SCR-001

보험사기 예측모형 개발 및 통계분석·시각화를 위한
신규 IT인프라 도입

MTR-001

보험사기 예측모형 보험사기 예측모형 개발 및 스코어 산출
개발 및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도입
보험사기 예측모형 인공지능(AI) 기법 도입
보험사기 이상징후
통계 분석
주요과제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MTR-002
MTR-003

이상징후 통계 분석 및 View 기능 개발

MTR-004

소비자보호 관리포털 개선

MTR-005

소비자보호관리포털,
보험신용정보관리 보험신용정보 관리포털 개선
포털 개선
보험신용정보 사용자 권한 관리 개선
보험사기
예방시스템(IIFDS)
서비스 개발 및
시스템 테스트 등

고유번호

MTR-006
MTR-007

보험사기 예방시스템(IIFDS) 조회서비스 구축 및 개선

MTR-008

대외계 구성 및 시스템 테스트

MTR-009

성능 요구사항

PER-001

보안 관리

SER-001

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 보안

SER-002

프로젝트 추진 및 관리

PMR-001

Untact 및 방역 관리

PMR-002

운영 및 교육 지원

PSR-001

안정화 지원

PSR-002

보안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제안서 작성 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작성 가능 (단, 별도 표시)
※ AS-IS 시스템 구성도, 보험신용 관리포털 화면 등은 우리 원에 내방(일정 사전조율)
하여 열람 가능 (정보보호서약서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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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사항 세부내용

가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System Common Requirement)
고유번호 SCR-001
세부과제 시스템 인프라(H/W·S/W) 공통 요구사항
□ 최신성
❍ 모든 제품은 검증된 계열별 최신 버전 및 신품, 정품 제안
❍ 제안 제품이 최종검사 완료 후 3년 이내에 단종* 예정이거나, 1년 이내에
하자 발생 또는 유지보수 이행이 어렵거나, 제안 내용과 다른 것이 판명
될 경우 동일 성능 이상의 신제품을 제안사 부담으로 교체해야 함
* 용량 등 자원 증설을 위해 동일 장비의 신규 추가 도입을 통한 확장만
가능한 경우는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종료를 단종으로 간주
□ 가용성
❍ 제안 제품은 검증된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며, 안정적 시스템 운영 환경을 제공
❍ 시스템을 가동한 상태에서 중단 없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신규업무의 추가,
변경 및 배포가 가능한 Hot Deploy 기능 지원
□ 유연성
❍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우리 원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업무 내용 및
지침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구축 중인 시스템에 반영
상세내용 □ 확장성
❍ 향후 시스템 사용량, 이용자 및 데이터의 급격한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안
❍ 우리 원이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최종검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속도
저하 등의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호환성
❍ H/W와 S/W 제안사양은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존 H/W 및 S/W 등과
상호 호환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재사용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H/W 및 S/W에 대한 재사용
또는 공유 방안을 제시
□ 제안한 제품별 선정사유와 타 제품대비 우수성 및 장단점 비교표 제시
❍ 제안내용과의 적합성, 최근 국내외 시장 점유율, 구축사례, 대용량처리
적합성, 도입효과, 기술지원력, 보안성, 최신모델 및 사양 증명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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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설비(H/W, S/W 등)
및 부속품(HBA, NIC, GBIC, 각종 케이블, 기타 부품 등)은 반드시 제안요청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재구성한 후 최적의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진행 중 제안요청 과업 범위 내 추가로 필요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H/W 및 S/W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제공해야 함
□ 24×365 체계로 원활한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 체계 제공
❍ 도입계약 검사완료 후 1년간 무상 유지보수(월 점검, 기술지원 포함) 이행
□ 제안한 제품 또는 개발 방법에 대하여 제안사 특성(특·장점, 전문성, 구축 사례
등)을 반영한 변경 제안 가능. 이때 반드시 우리 원과 사전 협의 필요
□ 신용정보원 주전산센터에 설치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6-5 코스콤 안양 IDC A동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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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과제 요구사항 (Main Task Requirement)
 시스템 인프라 구성
□ (추진목표) 보험사기 예측모형 개발 및 스코어링, 시각화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성
□ (추진방향) 정보계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 약 5년간의
보험신용정보 데이터를 이용해 보험사기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기존 보험신용정보 시스템(ICIS)과 연계하여 보험회사에 전문
조회·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H/W·S/W 도입
고유번호 MTR-001
세부과제 보험사기 예측모형 개발 및 통계분석·시각화를 위한 신규 IT인프라 도입
□ H/W 신규 도입 대상 목록
❍ [참고1] H/W 최소 요구사항 세부내용 참조
품 목

최소
수량

비 고

FDS 플랫폼

5대
이상

분석/모델링, 스코어링 AP, DB, 시각화 등
* 운영/개발서버를 분리해야 하며, 개발서버는 1대로
통합 구성 가능

스토리지

1대

Usable 20TB 이상

SAN 스위치

2대

10G GBIC

n개

백본 연결용 (FDS 플랫폼 서버 수량만큼 공급)

L2스위치(필요시)

n대

시스템 구성을 고려하여 제안

임대 장비(필요시)

n대

시스템 구성을 고려하여 제안

RACK

1대

도입 H/W를 고려하여 제안

구분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상세내용
기타

□ S/W 신규 도입 대상 목록
❍ [참고2] S/W 최소 요구사항 세부내용 참조
품 목

최소
수량

FDS 플랫폼

1식

분석/모델링, 스코어링, DBMS 등

시각화

104

서버용 2식, 관리자용 2 user, 조회 사용자용 100 user

필수 보안 S/W

n식

서버 용도별

비 고

※ 제안사별 시스템 구성(안)에 따라 품목 및 수량 조정 가능. 단, 조정 사유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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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구분

H/W 최소 요구사항 세부내용
품목

세부내용

최소
수량

비고

□ 운영서버 최소 사양
❍ CPU : 16 Core 이상
❍ 메모리 : 128GB 이상
❍ 최소 사양을 충족하면서 서버별 용도에

서버

FDS 플랫폼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AI 분석/모델링, 시각화,

최적의 사양 제안

스코어링 AP, 분석 DB, ETL

□ 네트워크 : 10 Gbps 이상

5대 (필요시) 등

□ HBA, NIC, Power Supply 등 각종

이상

중요 부품 이중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 OS 설치 영역 Raid1 구성

위한 이중화 구성 고려

□ 데이터 적재 영역 Raid5 등 구성
□ 스토리지, SAN백업 등 HBA카드
수량을 필요한 만큼 산정
□ RedHat Ent. Linux 포함
SAN스위치

□ 네트워크 : 16 Gbps 이상
□ 포트속도 : 16 Gbps 이상

2대 이중화 구성

□ Usable 20TB 이상
□ All Flash
□ 데이터 적재 영역 Raid5 등 구성
□ BCV, 스냅샷 등 내부 백업기능 보유 및
관련 저장공간을 추가 감안하여 용량

저장
장치

산정 필요
스토리지

❍ Cache : 128GB 이상

1대

□ 디스크 Usable 용량의 정의
❍ OS, 내부복제 영역 제외 순수 업무용
데이터 적재 용량만을 의미
❍ 데이터 적재 영역 Raid5 등 적용 후 산정
□ NAS 스토리지 구성 시 서비스와
분리된 별도의 네트워크로 구성
GBIC
네트
워크
L2 스위치

□ 백본 스위치 연결용

n개

□ 10G 지원
□ 시스템 구성을 고려하여 제안
□ 네트워크 : 10G 포트 지원

n대

임대 장비

□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n대

RACK

□ 도입 H/W를 고려하여 제안

1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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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S 플랫폼을 구성하는
신규 서버 수량만큼 산정
제안사 판단으로 필요시 제안
용도별 이중화 구성
제안사 판단으로 필요시 제안

참고2

S/W 최소 요구사항 세부내용

품목

세부내용

최소
수량

비고

n식

FDS 플랫폼 장비
수량에 맞게 산정

□ 업무 요구사항(MTR-002~003)을 충족할 수 있는 AI(ML)
분석/모델링 S/W, 스코어링 관련 AP, DB 등으로 구성
❍ 저장된 원천 데이터에 대한 보존기한 설정 및 삭제
기능을 제공
❍ 필요시 커스터마이징
FDS 플랫폼

□ AI 분석/모델링은 현재 DW 시스템(IBM PDA)로부터
비식별 데이터를 연동/활용
❍ 추후 우리 원 요청에 의해 AI 분석/모델링의 Data
Source가 IBM PDA에서 타 DBMS로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분석/모델링 가능하도록 대응
□ (ETL) 기 보유 중인 ETL서버 외 추가 필요시 반영

시각화

□ 업무 요구사항(MTR-004)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
❍ 필요시 커스터마이징

운영·개발서버용 2개
104개 내부관리자용 2개
□ 사용자는 기존 보험신용정보 관리포털 WEB 서버를
조회사용자용 100개
경유하여 시각화 화면에 접근하도록 구성
□ 신규 H/W 도입 시 기존 사용 중인 솔루션에 대해 Agent 추가 구매 및 연동
설치 대상
구 분

필수
보안 솔루션

네트
워크

서버

제품명
시각화

DB

분석/
모델링

기타

서버보안

RedCastle

O

O

O

O

서버접근제어

Secure IM/PM

O

O

O

O

통합로그관리

Logsaver

O

O

O

O

상시취약점점검

SolidStep

O

O

O

O

파일암호화

Vormetric

O

O

DB접근제어

DB Safer

백업*

Networker

O

O

서버용 백신

알약

L2

O

O
O

O

Windows 서버에 한해 필수

* DB서버는 SAN백업 라이선스로 제안
□ 시스템 구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을 제안하되, 기존 솔루션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 기능을 제공하는 타 제품 제안 가능
(단, 기존 제품과의 성능·기능 비교표 기재)

※ 명시되지 않은 S/W는 우리 원 시스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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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예측모형 개발 및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도입
□ (추진방향) 보험사기 유형별 다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 저장된 데이터를 업무별 마트로 가공/분석
◦ 최신 트렌드의 보험사기 유형과 패턴을 프로그램이 학습하고
자동으로 예측모형 및 스코어(Score) 등에 반영하여 변화되는
시장 환경에 시스템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도입
고유번호 MTR-002
세부과제 보험사기 예측모형 개발 및 스코어 산출
❍ 보험사기 예측모형 개발 타겟(Target) 기준 분석/선정
❑ 보험사기 타겟(Target) 변수 분석
- 보험사기 유형으로 활용도가 높은 타겟*정보를 분석
* 보험 면책사유, 조사/비조사여부 등
- 분석된 변수 중 보험사기 유형의 기준이 되는 타겟(Target)을 선정 및 제안
❍ 보험사기 의심지표 분석 및 유의변수 선정
❑ 보험사기 의심지표*(사례)를 변수화 → 사기의심변수 모형 분석
* 보험사기 의심지표(사례) 항목은 약 240여개 자료조사(자동차, 자동차 외)
- 보험사기 의심변수에 대한 분포, 추이 등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 및 모형 분석
※ (참고1) 보험사기 의심변수에 대한 구간 세분화(예시)

상세내용

주요 보험사기 의심변수

보험사기위험
증가(+), 감소(-)

피보험자/피해자 직업

회사원(-), 주부(+), 무직(++)

피보험자/피해자 연령

10∼20(-), 20∼40(+), 40∼60(++)

지급보험금

<10만(-), 10~100만(+), 100만↑(++)

입원일수

<30일(-), 30∼180일(+), 180일↑(++)

자동차사고 발생 시간

<21시(-), 21∼24시(+), 익일 0∼4시(++)

⁞

⁞

- 보험종류별(자동차, 자동차 외(생명/장기 등)) 각각의 모형을 구분하여 변수 분석
❑ 보험사기 유의변수 선정
- 보험사기 의심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만을 분류⋅선별
- 유의변수 통계모형 분석결과(선정/미선정에 대한 분석자료 및 근거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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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MTR-002
❍ 보험사기 스코어카드 개발 및 지수(Score) 산출
❑ 선정된 보험사기 타겟(Target), 유의변수 분석 모형에 따른 스코어(Score) 개발
- 보험종류별(자동차, 자동차 외(생명/장기 등)) 각각의 모형에 대한 스코어 제공
- 스코어 분포(도), 추이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분류
* ex) 위험, 경고, 검토, 보류 등 스코어 구간별 위험등급 분류
❑ 보험사기 유형별 스코어카드 생성
- 보험사기 유형을 모형화하여 유형별 배점⋅계량화된 스코어카드 개발
※ (참고2) 보험사기 유형별 스코어카드 생성(예시)
보종

자동차 外

보험사기 유형

유의변수
특정담보로 가입된 계약의 수가 7개 이상
공통
직전 2년간 담보군별 지급보험금
회사별 통원비 지급금액 500만원 초과건
입원중청구/신계약/자동차사고횟수가10회이상
허위⋅과다(입원)
가족 간 동반입원 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

⁞
피해과장

⁞

⁞

차대인
자동차

⁞
차대인 경상 사고건수
차대인 특정 사고건수
상해관련 입원일당 담보 가입건수
합계 스코어

스코어
0 ∼ 1,000
0 ∼ 1,000

⁞
0 ∼ 1,000
0 ∼ 1,000

⁞
0 ∼ 1,000

고유번호 MTR-003
세부과제 보험사기 예측모형 인공지능(AI) 기법 도입
❍ 머신러닝 등 알고리즘 개발/도입
❑ 예측모형 분석에 필요한 최신 트렌드 학습기법 도입
- 최신의 보험사기 유발요인과 형태를 프로그램이 학습하고, 유의변수를 자동으로
변경 및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다변량 통계분석과 최적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법 도입

상세내용

- 머신러닝, 딥러닝 등 보험사기 예측모형 분석에 적합하고, 모형 반영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도입 및 제안
❑ 인공지능(IA) 분석모형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등 개발
- 인공지능(AI)이 반영된 모형, 분석된 Data 결과 등을 분석전문가 및 이용관리자가
상시 검증/테스트/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세스 개발
- 인공지능(AI) 기법으로 학습된 최신의 통계분석 자료와 새로운 모델 등에 반영된
모형의 산출근거, 설명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화면 등 개발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의무를 준수ㆍ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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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이상징후 통계 분석
□ (추진방향) 분석전문가, 이용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등에게 맞춤형
사용 환경(관리포털, 분석/조회도구, UI 등) 제공

고유번호 MTR-004
세부과제 이상징후 통계 분석 및 View 기능 개발
❍ 보험사기 이상징후 통계 분석
❑ 보험사기 의심지표 통계 발굴
- 보험사기 유발 개연성이 높은 항목, 급격하게 증가하는 보험사기 유형* 등
다양한 형태의 통계지표 발굴
* 특정 지역, 특정 보험상품, 특정 KCD코드 등 보험사기가 폭증하는 행태
- 공공정보(건보공단, 심평원 등)와 연계 분석통계 개발
❑ 보험사기 이상징후 통계 분석
- 발굴된 이상징후 통계지표에 대한 Data 분석 및 검증
※ 보험사기 이상징후 통계 분석 항목은 약 30여종 개발

상세내용
❍ 이상징후 통계 View 기능 개발
❑ 이상징후 통계 인터페이스 개발
- 분석된 결과를 現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 웹(Web) 조회화면을 통해 표와 그래프 등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하고, 접근성 및 가독성이 높은 효율적인 View 기능 구현
* 사용계정 약 100개 필요(조회대상 보험회사 총 44개사, ‘21. 11월 현재)
- 통계조회 조건을 다양하게 변경 가능한 분석 Tool을 구성하고, 통계 결과를
다운로드(엑셀파일) 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통계 산출기준, 수치 및 항목의 의미 등 설명기능 제공
※ 보험사기 이상징후 통계 분석 항목은 약 30여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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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관리포털 및 보험신용정보 관리포털 개선
□ (추진방향) 소비자보호 관리포털 및 보험회사와 신용정보원 간
자료교환, 업무처리 등을 위한 보험신용정보 관리포털 기능을
개선
◦ 보험회사 이용자가 스코어(Score) 등 조회를 위한 권한별 관리,
운영기준(이용약관) 적용 등과 같은 이용자 관리방안 개선
주요과제 MTR-005
세부과제 소비자보호 관리포털 개선
❍ 소비자보호 관리포털 내 조회 기능 추가
❑ 예측모형 결과 조회 기능
- 조회대상자의 예측모형 결과 및 관련 일부 정보 항목을 조회ㆍ출력할 수 있는
채널 추가
- 조회대상자의 조회조건 입력(선택) 내용*이 예측모형 결과일 경우 조회조건에
자동 연동되어 반복입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성
* 주민등록번호, 성명, 조회목적, 조회동의여부 등
- 조회 대상기간(계약체결일 또는 보험시작일 기준) 설정항목 추가*
* 조회ㆍ출력시 조회 대상기간 명시
- 조회대상자의 예측모형 결과 조회ㆍ출력 여부(Y/N) 선택 등 조회 설정항목 추가

상세내용

- 보험정보별(보험계약/보험금 지급정보) 예측모형 결과에 대한 산출근거 조회ㆍ출력
❑ 조회(서) 출력 기능
- 조회대상자의 예측모형 결과 입력 내용이 조회서 출력화면으로 자동 연동 될 수
있도록 구성
- 조회(서) 출력기능(Layout) 구현
※ 예측모형 결과 조회는 Daily별 데이터마트 방식(Batch)으로 생성된 Data를 원칙으로 하되,
변동분은 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다음 업데이트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
❍ 기존 소비자보호관리포털과 동일하게 구성⋅개발
❑ ‘조회등록’, ‘제공내역 열람’, ‘조회내역 통계’, ‘정보정정’ 등 기존 메뉴에 예측
모형 결과 등 관련 정보가 포함되도록 연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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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제 MTR-006
세부과제 보험신용정보 관리포털 개선
❍ 보험사기 예방시스템(IIFDS) 모니터링 및 관리기능 등 추가
❑ 분석통계 현황, 보험사기 유형관리(변수조정 등), 이상징후 통계 현황/관리, 스코어(Score)
관리, 인공지능(AI) 검증 등 메뉴(화면) 구성
- [분석통계 현황] Daily로 분석된 보험사기 예측모형 관련 현황*, 유의변수/스코어(Score)
분포(도)현황, 위험등급 분류 현황 등을 시각화(표, 그래프 등)하여 구현
* 분석 대상건수, 정상처리건수, 오류건수, 타겟(Target)/유의변수 처리현황 등
- [보험사기 유형관리] 보험사기 유형 및 유의변수 추가/변경/조정, 스코어 가중치
조정, 변수분류 관리 등 보험사기 유형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 구성
- [이상징후 통계 관리] 이상징후 통계분석 현황/관리 등 메뉴 구성
- [기타]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검증/관리 및 산출근거, 스코어 관리 등

상세내용

보험사기 예측모형 관련 모니터링 메뉴 구성
- 통계 산출기준, 수치 및 항목의 의미 등 설명기능 제공 및 다운로드(엑셀파일)
기능 제공
❍ 기초통계조회(분석)
❑ 보험회사의 담당자가 신용정보원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사용량을 집계하여
제공하는 기능에 보험사기 예방시스템(IIFDS) 관련 정보가 포함되도록 연계
- [온라인 사용량] 회사별/전문별/회사별 조회목적/조회목적별 사용량을 확인
(검색)할 수 있는 화면에 보험사기 예방시스템(IIFDS) 관련 정보 추가구성 및 연계
- [웹 사용량] 회사별/사용자별/조회목적별 사용량을 확인(검색)할 수 있는
화면에 보험사기 예방시스템(IIFDS) 관련 정보 추가구성 및 연계

주요과제 MTR-007
세부과제 보험신용정보 사용자 권한 관리 개선
❍ 보험사기 예방시스템(IIFDS) 조회 전용 사용자 권한 생성

상세내용

❑ 보험신용정보관리포털 내 사용자 등록(권한변경 포함) 시 특정 조회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만 보험사기 예방시스템(IIFDS)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특정 조회권한* 선택시 ‘운영기준(이용약관)’이 팝업되고, “동의(Y)”를 선택했을
때만 스코어(유의변수 포함), 이상징후 통계를 제공
* 現 ‘보험사기예측모형(유의지표)’ →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으로 변경 및 이용약관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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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제 MTR-007
※ (참고3) 보험사기 예방시스템(IIFDS) 사용자 권한 개선화면(예시)
《 기 존 》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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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예방시스템(IIFDS) 서비스 개발 및 시스템 테스트 등
□ (추진방향) 대외계 구성, 보험회사 제공(전문/화면, 정보정정, 시각화 등),
시스템 연계 테스트, 성능 개선 등
주요과제 MTR-008
세부과제 보험사기 예방시스템(IIFDS) 조회서비스 구축 및 개선
❍ 보험사기 예방시스템(IIFDS) 온라인 조회전문 개발(6종)
❑ 보험 계약정보 스코어(Score) 산출 기준
- 스코어(Score)에 대한 보험 계약정보 산출 기준 조회전문 개발
❑ 보험금 지급정보 스코어(Score) 산출 기준
- 스코어(Score)에 대한 보험금 지급정보 산출 기준 조회전문 개발
❑ 보험 계약정보 스코어(Score) 산출근거 요약 조회
- 스코어(Score) 산출 근거(Raw데이터)에 대한 보험 계약정보 요약 조회전문 개발
❑ 보험 계약정보 스코어(Score) 산출근거 상세 조회
- 스코어(Score) 산출 근거(Raw데이터)에 대한 보험 계약정보 상세 조회전문 개발
❑ 보험금 지급정보 스코어(Score) 산출근거 요약 조회
- 스코어(Score) 산출 근거(Raw데이터)에 대한 보험금 지급정보 요약 조회전문 개발

상세내용

❑ 보험금 지급정보 스코어(Score) 산출근거 상세 조회
- 스코어(Score) 산출 근거(Raw데이터)에 대한 보험금 지급정보 상세 조회전문 개발
※ 최신의 보험사기 트렌드 및 보험사기 유형과 패턴의 변화 등을 적시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전문 항목의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
※ 조회대상 보험회사 : 총 44개사(생보 22, 손보 16, 공제 6개사, ‘21. 11월 현재)
❍ 지급정보 업무통합 온라인 조회전문 개선(2종)
❑ 지급 집계성 데이터 온라인 조회전문(700(EUS), 701(FDS)) 개선
- 700(EUS), 701(FDS) 전문 구조를 실시간 집계 방식에서 데이터마트 방식으로 변경
- 보험사기 예측모형 데이터마트 구성 시 EUS(700), FDS(701) 전문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신규⋅정정 정보 또한 데이터마트에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구조 변경
❍ ‘조회동의 점검’ 업무에 신규 온라인 조회전문(6종)이 포함되도록 연계
❑ 조회동의 점검 추출 리스트에 조회전문(6종)을 대상 정보에 포함
- 기존 조회동의 점검 업무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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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제 MTR-008
❍ 보험사기 예방시스템(IIFDS) 제공 웹(Web) 조회화면 개발 및 시각화
❑ [보험사기예측모형] →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으로 변경/개선
- [보험사기 스코어(Score) 지수] 및 [이상징후 통계] 메뉴 구성
❑ [보험사기 스코어(Score) 지수] 화면 개발
- 조회대상자의 보험사기 스코어(Score), 유의변수 등 결과값 표시
- 스코어(Score) 산출기준, 근거, 해당 변수 결과값을 표시할 수 있는 화면(팝업 등) 개발
❑ [이상징후 통계] 화면 개발
- 보험사기 이상징후 통계 분석 View 기능 구현
❑ 분석통계 시각화
- 분석된 결과에 대한 시각화(표, 그래프 등) 기능, 분석 Tool, 결과 다운로드(엑셀파일)
기능 등 효율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방안 개발
※ 보험사기 스코어(Score) 산출에 해당하는 유의변수 결과값/산출기준/산출근거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석통계 시각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 구현 및 제안
※ 예측모형/스코어(Score)/통계 산출기준, 수치 및 항목의 의미 등 설명기능 제공
※ (참고4) 現 신용정보원 ‘보험사기 예측모형’ 화면(예시)
《 유의지표Ⅰ 》

《 유의지표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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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MTR-009
세부과제 대외계 구성 및 시스템 테스트
❍ 대외계 구성
❑ 보험회사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IIFDS) 조회 연계 테스트 지원 및 모니터링*
* 신용정보원의 대외연계솔루션 사용방법 숙지 필요
❍ 분석데이터 검증
❑ 분석데이터 검증 프로그램 개발

상세내용

- 보험사기 스코어(Score)/유의변수 결과값 등 분석데이터 검증 프로그램 개발
❍ 시스템 테스트
❑ 시스템 부하(성능) 테스트 수행, 개선사항 반영
❑ 전문테스트 수행(내부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포함), 보험회사 연계 테스트
❑ 화면테스트 수행(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포함), 총괄 및 보험회사 연계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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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고유번호 PER-001
세부과제 성능 요구사항
□ 시스템 성능 측정
❍ 다양한 상황별로 자원 사용률, 응답률, Stress Test 등을 수행
❍ 시스템 이용 시 응답 지연시간 최소화 (웹 화면은 3초 이내)
□ 시스템 응답 시간
❍ 처리 시간이 3초 이상 걸리는 작업은 로딩바(Progress Bar) 표시
❍ 처리 시간이 20초 이상 걸리는 작업은 백그라운드로 처리
□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한 사전계획 수립·이행
상세내용 □ 컴퓨팅 자원 최적화 및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이행
❍ 대용량 데이터 처리 자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데이터 처리
부하는 사용자 채널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여러 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자원을
분산처리 할 수 있어야 함
❍ 동시접속 과다 등에 의한 시스템 장애 예방 및 성능 최적화 방안 등 고려
□ 시스템 자원 사용률(분당 평균 CPU 및 메모리 점유율)은 70% 이하를 유지
※ 기타 성능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

라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고유번호 SER-001
세부과제 보안관리
□ 기밀 보안대책 및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유지 방안을 수립하여 수행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 사업 수행 중 인지한 우리 원의 정보나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누출할
경우, 관련 법규 및 제규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짐 (관련 각서 징구)
❍ 누출금지 대상정보
- IT시스템의 IP주소 현황
- IT시스템 세부 구성 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IT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상세내용
- IT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각종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 개인정보 및 각종 중요 대외비 문서
-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우리 원이 판단한 자료
□ 전 데이터 및 프로그램 무단복제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대책 방안을 마련
하여 수행하여야 함
□ 전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사업 완료 후 보안유지 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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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SER-002
세부과제 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 보안
□ 우리 원에서 제공하는 보안성 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스템 구성 및 보안기능을 제공하며, 제안사의 책임으로 우리 원 자체
보안성 심의를 통과해야 함
상세내용 □ 시큐어 코딩 및 취약점 점검 조치
❍ 사업 수행 중 신규 개발 또는 수정된 프로그램은 우리 원에서 사용 중인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솔루션(Sparrow SAST)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을 보완해야 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에서 부담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고유번호 PMR-001
세부과제 프로젝트 추진 및 관리
□ 프로젝트 관리 기본 방향
❍ 우리 원 규정 및 사업 전반의 관리 표준, 원칙 및 절차에 입각하여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해야 함
□ 프로젝트 추진 조직
❍ 조직 구성,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 등을 상세히 기술
□ 참여인력 현황
❍ 프로젝트 투입인력의 주요 경력 및 기술보유현황 제시
- 투입인력 이력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3> 양식 참조
□ 공정단계별 투입인력 현황
❍ 공정단계별, 투입인력별로 투입일, 기간, 기술등급 등을 상세히 기술
❍ 단위 과제별, 기술등급별 투입인력 현황을 작성
❍ 공수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 등급별 투입인력 현황 <붙임 2> 양식 참조
- 본 프로젝트를 투입할 인력에 대해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우리 원이
상세내용
요청할 경우 인원교체를 반영하여야 함
□ 업무분장 및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프로젝트 수행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무관한 타 업무 수행 금지
□ 근태관리 방안
❍ 투입한 인력에 대해 우리 원의 일정에 따라 근무조건 및 근태관리 방안 제시
- 제안사가 제시한 인력은 우리 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추진일정 계획
❍ 구축단계 및 주요 단위 업무별 추진일정 계획
□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 수행절차 단계별 업무내역 및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등을 기술
□ 진척관리 방안
❍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등의 일정 및 방안 제시
❍ 정기(일, 주, 월) 사업진척에 대한 업무보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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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관리 방안
❍ 프로젝트 수행에 따라 발생 가능한 여러 유형의 위험요소(사업환경, 조직
구조, 인력변경, 범위변경, 일정지연 등)를 제안서에 명시하고, 위험요소별
대응계획 및 방안 또는 기존의 유사 사례를 제시
❍ 사업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제안사가 일괄 책임지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의사소통 관리 방안
❍ 사업추진과정의 원활한 의사소통관리 방안
❍ 우리 원의 검증, 승인, 절차 등에 대한 효과적 지원 방안 제시
□ 요구사항관리 및 요구사항 추적성 확보 방안 제시
❍ 제안요청서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행 관리 및 요구사항 변경에 대한 추적성
확보 방안 제시
□ 품질보증 방안
❍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 단계(설계단계, 구현 및 테스트 단계 등)별로 프로젝트
수행 표준 및 산출물 작성, 테스트, 자체 품질보증 활동 및 품질관리를 수행
❍ 프로젝트 수행 단계별로 수행 산출물에 대한 품질검토 활동방안 제시

고유번호 PMR-002
세부과제 Untact 및 방역 관리
□ Untact 사업 수행 방안
❍ 각종 업무보고·회의 및 시스템 설치·테스트·오픈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
신용정보원 상주 최소화
❍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보안 요구사항(SER-001)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붙임 6> 참조)에
상세내용
의거한 보안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 (관련 증빙 제출)
□ 방역 관리 방안
❍ 각종 전염병 등 예방을 위해 정부·지자체 방역 지침 준수 및 이행
※ 보안·방역 등 프로젝트 사무공간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23 -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고유번호 PSR-001
세부과제 운영 지원 및 교육 지원
□ 제안사항 전체에 대해서 최종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 유지보수(월 점검 등)
및 하자보수 지원
❍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서 제출 및 이행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우리 원 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 방안을 제시
□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상세내용

대한 상세내용 포함
❍ 관련 교육기관 등 해당 업무의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시
□ 시스템의 기본 교육에서부터 운영 교육을 포함하여 무상으로 실시
❍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 제시
□ 기타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원에서 교육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On-Site 교육 지원도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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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21. 12. 23.(목) 15:00 까지
□ 제출장소 : 서울 중구 명동 11길 19 은행회관 13층 한국신용정보원 IT본부
□ 직접방문접수
❍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제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우편접수 불가)
-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 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자료 반환불가 : 기 제출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2
□
□
□
□
□
□

제안설명회
일
시
장
소
내
용
발표시간
발표순서
발 표 자

:
:
:
:
:
:

2021. 12. 28.(화) (시간은 개별 통보)
제안요청설명회 참석업체에 한하여 추후 안내
제안내용 소개 및 질의응답
제안서의 설명은 30분, 질의응답은 20분 이내
제안서 접수 역순 (별도 통지)
실제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 PM*

* 총괄 PM이란 동 사업기간 내 상주하여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인력을
말함(발표자와 실제 수행하는 총괄 PM이 다를 경우에는 입찰 부적격 처리)

3

제안개요

□ 제안목표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구축전략 : 제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안사의 시스템 구축 방향,
적용기술 및 전략 등을 기술
□ 사업범위 : 본 사업의 업무범위, 추진과제 및 과제별 수행내역 등
□ 기대효과 : 프로젝트 수행결과 예상되는 기대효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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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홈페이지 주소

사업분야
본사주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직원 평균 근속년수
주요 연혁, 국내/외 제휴현황

□ 조직현황 및 인원현황
❍ 전사조직도 및 업무기능, (전문)인력현황
❍ 프로젝트 관련 조직 및 인력현황 (주요 분야별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
□ 주요사업 분야 및 사업내용
❍ 주요사업 분야의 구성 및 개요, 사업 분야와 관련된 보유/활용 기술
□ 최근 2년간 요약 재무내역 <양식 4>
❍ 회사재무상태 증명(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별도제출
□ 협력업체 내역
❍ 회사개요, 조직 및 인력현황, 주요 사업 및 보유기술, 재무내역 등
❍ 업무 분장내역 및 역할과 책임 명시

- 26 -

5

추가제안 및 기타

□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서 조견표
□ 본 사업에 지원해야 할 우리 원의 협조사항 및 준비사항 등
□ 제안요청사항 외에 본 사업에서 추가로 제안할 내용
※ 가격 정책을 반드시 기재 (유상이면 가격제안서에 필수 반영)

6

입찰가격

□ 모든 입찰가격은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H/W·S/W는 도입금액을 입찰가격으로 평가하며, 개별 품목별 도입
금액 및 유지보수요율 첨부

Ⅳ.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의 작성내용은 “Ⅱ. 제안 요청사항”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필요 시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함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우리 원의 입증 요구에 따라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우리 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규격은 A4 종 용지를 기준으로 작성 및 제본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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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계약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본 사업의 최종 사업자는 제안요청사항 등을 기준으로, 제안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결정
□ 제안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협상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우리 원이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문서로 제시하여야 함
□ 우리 원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실제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 중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원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우리 원 내외의 환경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우리 원은 허위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우리 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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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에서 공급한 S/W 패키지 및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 복사권, 소유권 등의 일체 권리는 우리 원에 귀속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타사의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본 사업 전체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 제안사는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수행에 대해
책임을 지며, 제안하는 기기(H/W, S/W, 케이블, 부속품 일체)의
납품, 설치(케이블 공사 포함), 구현, 유·무상 유지정비 등 본 사업
전체의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가 우리 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안제품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라도 전체 사업의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사가 제시한 인력 등 제안 일체는 우리 원 동의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투입한 인력에 대해 우리 원 일정에 따라 근무
조건 및 근태관리를 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총괄 PM)는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6개월 이상 관리자 경험이 있어야 함
□ 업무에 필요한 사용 툴, PC, 복합기, 소모품, 프로젝트 인력 상주를
위한 프로젝트룸 임차* 등 제반비용은 제안업체에서 전액 부담
(입찰가격에 포함)
* 프로젝트룸 출입통제를 위한 CCTV(2EA), 지문인식기(2EA) 등 보안장비 및 개발
시스템 접속을 위한 전용회선, 유선전화 등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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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양식 1> 가격 제안서

가격 제안서
사 업 명

보험사기 예방시스템(IIFDS) 고도화 사업

제안기관
사업기간

(

)개월

제안금액

일금
구

원 (₩
분

)
금

액

비

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입금액

인건비
기타
...
합

계

※ 모든 금액은 부가세 등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상기 금액으로 가격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 세부내역서
2021 년
주관사업자 :
한국신용정보원 (IT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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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직인

<양식 1-1> 금액산출 세부내역서

금액산출 세부내역서
연간
구

분

세부사양

수량

도입금액

유지보수
요율

서버 1
하드웨어

서버 2
· · ·
S/W 1

소프트웨어
시스템

· · ·

인프라
구성

S/W 2
· · ·

인건비

· · ·
· · ·
· · ·

기타

· · ·
· · ·

소계

· · ·

보험사기
예측모형

· · ·

인건비

개발

· · ·
· · ·
· · ·

....

· · ·

....
합

· · ·
계

※ 제안사 양식에 따라 작성(용지방향 등 무관)
- 주요과제별로 구분하여 작성
※ 인건비 산출근거
- <양식 2,3>와 연계하여 작성
- 인력 투입계획, M/M 등 세부 산출근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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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식 2> 투입인력 및 등급별 투여인력 요약표

투입인력 요약표

성 명

연 령

기술

최종

경력

등급

학력

기간

담당업무

상주

투입

여부

M/M

* 중급기술자 이상의

비고

M/M

총투입 Man Month
* 고급기술자 이상의

명

상주인원수

※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 구분 : 자체, 협력 중에서 선택하여 기술
※ 기술등급 : 특급, 고급, 중급, 초급에서 선택
※ 경력기간 : 월 단위 미만의 경력은 절사하여 기술
※ 상주여부 : 상주, 비상주에서 선택
- 상주 : 계약기간동안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수행 함을 의미함
※ 투입M/M : 개인별 Man Month를 기술하여 월 미만은 절사
※ 인원별<양식 5> 투입인력 이력 및 경력사항 별도 작성
※ PM은 전체 일정계획에 상주 인력으로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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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투입인력 요약표
1. 전체 인력
단위업무구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투입

(명)

(명)

(명)

(명)

(월)

Man/Month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소계

총계
투입비율

-

2. 제안사 인력
단위업무구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투입

(명)

(명)

(명)

(명)

(월)

Man/Month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소계

총계
투입비율

-

※ 투입비율은 등급별 총 M/M합계에 대한 해당 등급 인력 투입비율
※ 상기의 양식은 개발에 투입되는 전체인력과 제안사 인력을 대상으로
2개의 표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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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식 3> 투입인력 이력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사

직급

연령

생년월일
만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년

개월

대학교

전공

재직회사근속년수

대학원

전공

보유자격증

학력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년월~년월)

(세부내역)

발주처

상기 본인은 인적 및 경력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해당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로 판명되는 경우 귀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상기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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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은 한국신용정보원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한 입찰
서류 접수 또는 투찰(제안설명을 포함한다)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음 -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항목 : 성명, 연령, 학력, 직위, 소속사 등

○ 목적 : 한국신용정보원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입찰서류 접수 또는 투찰
(제안 설명을 포함한다)등의 업무처리

○ 기간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상기 사항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용은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거부 시 한국신용
정보원의 거래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

.

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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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4. <양식 4> 요약 재무내역

요약손익계산서
구

분

최근년도 -1

최근년도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특별이익
특별손익
당기순이익

요약대차대조표
구

분

최근년도 -1

최근년도

유 동 자 산
고 정 자 산
자 산 총 계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부 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 본 총 계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인된 감사보고서 별도제출(필요시)
※ 금액은 억원 단위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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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식 5> 제안서 목차(견본)
Ⅰ. 제안목적 및 배경
Ⅱ. 제안업체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 분야 및 보유기술
4. 회사 재무내역
5. 협력업체와의 분장내역
Ⅲ. 프로젝트 추진 방안
1. 추진조직
2. 투입인력의 인적사항
3. 적용방법론 및 추진방안
4. 단계별 산출물
5. 사업단위 및 단계별 소요 M/M
Ⅳ. 사업단위별 이행전략
1. 시스템 인프라 구성
. . .
6. 기타
Ⅴ.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1. 의사소통 및 진척도 관리방안
2. 품질보증 계획 및 형상관리방안
3. 위험관리 및 보안준수 방안
4. 교육 및 유지보수 방안
5.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지원방안
Ⅵ. 기타사항
1. 제안요청사항 외에 추가 제안사항
2. 본 사업에 지원할 우리 원의 협조 및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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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5-2> 보안관리방안” 중 제안사 해당사항
단계

세부사항
[인력]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 방지 조항 및 개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ㅇ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유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유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자료]
ㅇ 계약서 등에 명시한 중요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
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ㅇ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ㅇ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전송이 필요한 경우
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첨부자료 중 중요정보 포함자료는 암호화 후 수발신
ㅇ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유출금지
대상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매일 퇴근시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수행

ㅇ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사무실․장비]
ㅇ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전산실 등 중요시설과 분리하고 CCTV‧시건장
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
ㅇ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ㅇ 용역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서 반입하여 내부망에 접속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반출시마다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ㅇ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
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승인하에 사용
[내․외부망 접근시]
ㅇ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분리하고, 용역업체는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ㅇ 용역사업 수행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허용되지 않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내부문서 접근 금지
- 38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계정은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
와 작업이력 확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 이상 여부를 정기 점검
ㅇ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ㅇ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원천 차단
ㅇ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
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ㅇ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완료

ㅇ 용역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 삭제 후 반출
ㅇ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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