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적자원네트워크 시스템 기능고도
화 및 유지보수 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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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사업개요

2017년 민간인적자원네트워크 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유지보수

서울특별시

㈜엠앤티 정보기술

2017.1.01 ~ 2017.06.30(6개월)

1. 사 업 명 :

2. 주관기관 :

3. 수 행 사 :

4. 사업기간 :

5,416천원(부가가치세 포함)5. 사 업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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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범위

- 민간인적자원네트워크 시스템운영

- 민간인적자원네트워크 시스템응용 SW 유지관리



I.사업개요

사업수행 PM
㈜엠앤티정보기술

운영

발주기관

업무협조
Ø데이터센터
Ø정보기획담당관

사업추진전담(민관협력담당관)

Ø사업추진세부계획수립
Ø사업수행상황감독

사업수행기관

- 4 -

사업추진 총괄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



II.사업추진경과

전체 사업 추진 일정

공 정 별 수 량

전체공정에

대한 비율

(%)

공 정

비고

1 2 3 4 5 6

정기정검 12 80% O O O O O O

기술지원 1 10% O

신규 DB  업로드 1 10%
O



III.사업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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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작업내용

2017.1.03 1. 사용자 대상 교육

2. 관리자 사이트 동작여부 확인

3. 서버 로그 확인
2017.1.04 1. 위원회수정기능개선

2. 서버로그확인
2017.1.05 1. 위원 등록 기능 수정

2. 관리자 사이트 동작여부 확인

3. 서버 로그 확인
2017.1.06 1. 위원회 자료 수정

2. 관리자 사이트 동작여부 확인

3. 서버 로그 확인
2017.01.10 1. 위원회 조례 수서 변경 기능 개선

2. 활동 내역 기능 수정
3. 관리자 사이트 동작여부 확인
4. 서버 로그 확인

2017.01.24 1. 관리자 사이트 게시판 관리기능 수정

2. 서버 로그 확인
2017.02.02 1. 단체 정보 수정 화면에서 설치운영근거 순서 중복으로 자료 여러건 출력 문제 수정

2. 게시판에 첨부 이미지 오류 기능 수정
3. 서버 로그 확인

2017.02.09 1. 정기 점검
2. 서버 로그 확인

2017.02.13 1. 정기 점검
2. 서버 로그 확인
3. SSL인증서 일자 확인

작업 일정



III.사업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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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작업내용

2017.02.24 1. 정기 점검
2. 서버 로그 확인
3. SSL 인증서 구입
4. SSL 인증서 설치를 위하 m-voting 운영담당주임과 일정 약속

2017.02.28 1. 서버 정기 점검
2. was 서버 비번 변경
3. web 서버 비번 변경
4. SSL 인증서 설치
5. 시스템 전체 확인

2017.03.10 1. 서버 정기 점검

2017.03.24 1. 서버 정기 점검

2017.04.06 1. 서버 정기 정검
2. 개발자 PC 교체로 인하여 개발자 PC에 개발 관련 SW 설치(DB Safer, FTP, SSH, DB연결 프로그
램, 노트패트++) 

2017.04.26 1. 서버 정기 점검

2017.05.12 1. 서버 정기 점검

2017.05.25 1. 서버 정기 점검

2017.06.09 1. 서버 정기 점검

작업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