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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요청서 소개
1.1. 개요
이 RFP는 리딩투자증권으로부터 요구되는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업체에게 제공되는 문서이며, 리딩투자증권은 이 문서를 수령한 업체에게
이 문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제안서를 제출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2. 목적
각 업체에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리딩투자증권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리딩투자증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합 서버 유지보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업체가
보유한 기술 및 서비스를 기초로 한 각 업체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시스
템의 내용

리딩투자증권은 각 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안서 작업 기간 중 추가적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 유의 사항
각 업체에서는 제안 시에 아래 사항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업체는 각 업체의 현실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제안서를 작성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이 RFP에 포함된 리딩투자증권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리딩투자증권의 사전 승인
없이 각 업체 외에 제 3자에게 전달 또는 배포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협력업체
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업체에서 이 RFP를 수령한 후 제안서를 작성할 때에 소요되는 관련비용에 대해
리딩투자증권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사의 제안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평가 단계에 따른
평가결과는 공개 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서의 고유한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당사는 이를
이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제안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서의 내용으로 인한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가집니다.

•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안서로 당사에 제출된 모든 문서/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
다.

•

접수된 제안서는 당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리딩투자증권은 필요 시 제안 업체에 대해 추가 제안서나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
니다.

•

리딩투자증권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수용하거나 거
부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부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2. 입찰 안내 사항
2.1. 담당자 안내
제안 요청서 내용 및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문의 및 일반 문의
•

부서 : 디지털추진실

•

이름 : 김재권 차장

•

E-mail : jkkim@leading.co.kr

•

Tel : 02-2009-7166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7-8, 6층(여의도동,NH농협캐피탈빌딩)

2.2. 입찰 진행 일정
구분

일정

제안 요청서 발송

12월 01일(수)

접수 마감일

12월 06일(월) 17시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12월 08일(수)

비고
마감 시간 이후 제출 불가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리딩투자증권의 내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2.3. 제안서 및 서류 제출 안내
하기 항목을 누락 하는 경우 입찰 기준 미달로 평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안 요약서

•

견적서(밀봉/날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2.4. 제출 방법 및 시한
•

제출처 및 담당자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8, 6층
차장 (Tel : 02-2009-7166)

•

제출 시한 : 12월 06일(월) 17시까지

•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디지털추진실 김재권

2.5.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
실 수 없습니다.

•

평가는 견적 평가에 의해 이루어 지며, 평가 비율 견적 100%입니다

•

견적 평가는 최저견적을 만점으로 합니다.

3. 사업 소개 및 제안 관련 안내
3.1. 계약 기간 및 계약 조건
본 사업의 계약 기간은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서비스 및 기타 리딩투자증권의 필요로 인해 계약 중도 해지 시 30일전 통보로 해지가
가능하며, 부분적 계약 해지도 이에 포함.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없음)

3.2. 계약 대상
대분류

소분류

비고

IBM H/W

P5 570, P6 520 등

3.3 계약대상 상세 참조

NT H/W

R720, X3550, DL380 등

3.3 계약대상 상세 참조

NT S/W

Centos, windows server OS 등

3.3 계약대상 상세 참조

스토리지

EMC OX4-1200 Storage 등

3.3 계약대상 상세 참조

Silkworm 4100 24 Ports(4GB) 등

3.3 계약대상 상세 참조

알티베이스

3.3 계약대상 상세 참조

오라클

3.3 계약대상 상세 참조

DB 암호화 솔루션

한컴시큐어(공급업체)

Ontune

3.3 계약대상 상세 참조

Quantum DXi6700

3.3 계약대상 상세 참조

Quantum Scalar i500

3.3 계약대상 상세 참조

SAN SWITCH
DB
암호화
서버 모니터링
백업시스템

3.3. 계약 대상 상세
•

IBM 장비
첨부파일 “2022년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목록” 참조

•

NT 장비
첨부파일 “2022년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목록” 참조


HW 장애 시 파트 교체 및 기술지원



Vendor (BakBone) 계약 미포함



OS 정기 점검 및 기술지원



OS 장애 발생 시 장애 처리

•

Altibase

품목
Altibase

•

수량
2
2

SID-004808
HDB V4 to V6 Major U/G LIC

DBMS

설명
Oracle Standard Edition One

수량
10

CSI NO.
15647321

Oracle Standard Edition One

10

16488463

Oracle Standard Edition One

10

16488504

Oracle Standard Edition One

5

17615564

Oracle Standard Edition One

5

18207238

비고

Ontune

품목

설명

수량

System Module

onTune Enterprise Edition License for
"리딩투자증권" System mgmt & analysis
[License 단위 : core]

3

U-Aviator(증정용)

onTune Enterprise Edition License for "Oracle"
System mgmt & analysis

1

•

비고

Oracle
품목

•

설명

Quantum
품목

백업시스템

설명
Quantum DXi6700, 5X9TS, NBD service renewal
- Vendor (Quantum) 계약 포함
- Vendor를 통한 무상 파트공급 및 2차 지원 포함
- Firmware Upgrade 무상 지원
Quantum Scalar i500, 5X9TS, NBD service renewal
- Vendor (Quantum) 계약 포함
- Vendor를 통한 무상 파트공급 및 2차 지원 포함
- Firmware Upgrade 무상 지원
Product Upgrades and Support Contract 8x5 Option
- Vendor (BakBone) 계약 포함
- Vendor를 통한 License 재발급 및 2차 지원 포함
- Upgrade 무상 지원

비고

비고

•

SAN

품목
SAN Switch

설명
Silkworm 4100 24ports(4GB)
Brocade DS5100

수량
2
1

비고

3.4. 견적서 유의 사항
•

종합 요약 페이지와 세부 페이지로 구성 해서 작성

•

세부 페이지에서는 반드시 개별 대상 장비 별로 월별 금액을 표시

•

견적 종류(라이선스, 인건비 등)도 표시

•

견적서 상 모든 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기재

•

적용 된 요율 및 조건을 정확히 명시

•

견적서에 한글과 숫자가 혼용되어 있고,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한글로 기재
된 견적 금액을 최종 견적 금액으로 간주

•

필요 시 추가 자료나 재 작성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도 금액 변
동은 없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