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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ISS 참여기업 

1   ㈜GS ITM   http://www.gsitm.com/  
2   롯데정보통신    http://www.ldcc.co.kr/ 
3   ㈜인포섹   http://www.skinfosec.com/ 
4   ㈜넥슨코리아    http://www.nexon.com/ 
5   ㈜안철수연구소   http://www.ahnlab.com/  
6   닉스테크㈜    http://www.nicstech.com/  

7   화이트정보통신㈜   http://www.win.co.kr/  

8   ㈜소만사   http://www.somansa.com/ 
9   ㈜투비소프트   http://www.tobesoft.co.kr/ 

10   펜타시큐리티시스템㈜   http://www.pentasecurity.com/ 

11   ㈜씨에이에스   http://www.casit.co.kr/  
12   ㈜엔씨소프트   http://kr.ncsoft.com/  

13   ㈜아이티엑스시큐리티   http://www.itxsecurity.com/ 

14   ㈜에이에스피엔   http://www.aspn.co.kr/ 
15   ㈜인크로스   http://www.incross.com/  
16   지니네트웍스㈜   http://www.geninetworks.com/ 
17   ㈜진코퍼레이션   http://www.zin.co.kr/ 
18   ㈜피앤피시큐어   http://www.pnpsec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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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스 아이티엠 

• 2006년 설립 

-  비즈니스 통합(BI), IT컨설팅, 비즈니스 아웃소싱(BTO), IT지원(ITS) 등의 체계적인 서비

스 제공 

-  에너지,유통/서비스.건설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기업 

-  GS그룹의 지식정보화를 선도하는 IT서비스 전문기업 
-  대표이사: 정연귀 

-  직원: 378명 

-  매출: 1200억원(2011.12기준) 
-  URL: http://www.gsitm.com 

-  비전: 책임경영 정착, 핵심역량 강화, 조직문화 혁신 

-  인재상: 신뢰,성과,책임,창의의 기본덕목 

서비스 영역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BI(Business 
integration) 

에너지/화학 
유통서비스 
건설 
공공 

에너지 기업의 원부자재 수급,생산,판매,고객관리 등 IT서비스를 제공 
홈쇼핑,온라인 쇼핑몰,편의점,수퍼에 전문화된 서비스제공 
U-IBS(유비쿼터스 인텔리전스빌딩시스템) 분야의 제반 환경을 구성 
전자정부지원사업을 비롯한 통합시스템 구축, 통합 유지보수, 정보체계 구축 

Consulting ERP 
ISP 
IT진단 

전사적 자원 및 업무 프로세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전략적 현안 과제를 진단하여 사업방향에 기초한 최상의 업무성과 실현  
비즈니스 중심의 IT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 도출 및 이행계획을 수립 

BTO(Business 
total outsourcing) 

AMO 
IMO 

Application Management Outsourcing 
Infrastructure Management Outsourcing 

ITS(IT Supporting) Help Desk 
구매지원 

정보의 제공과 문의에 대한 신속한 응답, 서비스 요청에 대한 지원 
구매, 조달, 지불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순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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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정보통신 

• 1996년 설립 
- 유통, 제조/건설, 화학, 금융, 서비스 등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롯데그룹의 지식정보

화를 담당하는 IT 서비스 전문 기업 
- 시스템관리(System Management), 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ion), IT 컨설팅, e-

BIZ, RFID(무선 주파수 인식), Home Network,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VTL(Virtual Tape Library) 유통 등 신규서비스 제공 

- 경영방침: 미래경영, 소통경영, 인재경영, 기술선도 
- 핵심가치(5C): Customer Oriented, Challenge, Confidence, Collaboration, Change 
- 대표이사: 오경수    임직원수: 1301명    매출액: 4625억원 
- URL: http://www.ldcc.co.kr/ 

사업소개 세부항목 

High Tech 신성장부문 RFID/USN, IBS/통합보안, 홈 네트워크, LED,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카드 

교육부문 E-Learning, 정보화 자격제도 

Consulting IT 컨설팅 

정보보호 컨설팅 

IT Outsourcing 인프라부문
(IDC) 

상면서비스, 통신서비스, 관제서비스 별정통신, 부가서비스 

SM부문(시스
템&아웃소싱) 

전산장비 및 SW유통, 유지보수 서비스, 정보보호 서비스 

정보기술연구소 신기술 연구 및 분석, Solution BMT/선정, Solution 개발/소싱, 기술지원, 기술 Guideline 제
시, Solution Guide 제시 솔루션 Brand화,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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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설립 
-  정보보호컨설팅, 보안솔루션구축, 보안관제서비스, 융합보안을 제공하는 종합 정보 
보호 서비스 기업 
-  지식경제부 지정 정보보호전문업체로 KISA/ISMS를 획득, 국제 사고대응기구 FIRST 
의 민간업체 회원(국내 최초) 
-  대표이사: 신수정 
-  직원: 691명(2012년 4월 현재) 
-  매출: 880억원(2011.12기준) 
-  URL: http://www.skinforsec.com 

인포섹㈜ Infosec Co., Ltd. 

제공 서비스 세부 내용 

정보보호 컨설팅 Mobile Security 컨설팅, Compliance 컨설팅, 정보보호관리체계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종합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솔루션 모바일 보안 및 단말관리, 개인정보검색 및 차단, 핵심정보 전송관리시스템, 보안외장스토리
지, 규제준수, 무선랜보안, 웹어플리케이션 보안, 통합보안 

보안 SI 정보보호 EA/ISP 수립 서비스, 정보보호 SI 서비스 및 정보보호 솔루션 구축 서비스 

보안관제 원격관제, 파견관제 

융합보안 물리융합보안 출입통제, 생체인식, Security Gate System, 외곽 감시 시스템, 주차관제, 무
선영상전송, 순찰관리, 통합 상황실 구축, 통합지휘통제시스템, 시설보안, 
통신보안, 물리보안 컨설팅 

모바일융합보안 M-Shield, M-Shield MDM Pack, M-Shield Security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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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설립 

-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리더- 게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사업 

-  창의성·도전정신·고객 중심적 사고를 지닌 비즈니스 파트너- Global Fun Leader 

-  대표이사: 서민 

-  특허출원 현황: 국내 19, 해외 3 
-  온라인 게임, 소셜 게임, 스마트폰 게임, 원소스멀티유즈 캐릭터 산업 

-  넥슨 인재상: 창의적인 사람/도전하는 사람/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사람 

-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기업 분위기 
- http://company.nexon.com 

 

 

 
 
- 1996년 세계 최초 그랙픽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

라’ 상용화 
- 1997년 ‘바람의 나라‘ 미국 수출한 이래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 20여 종의 게임 서비스하며, 3억 
2천여 명 회원확보 

- 2000 대한민국 게임대상, 2001 미국 인디게임페스
티벌 시상 등 수상경력 다수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대만, 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진출 (매출 50% 이상 해외
에서 거둠) 

㈜ 넥슨 코리아 Nexon Korea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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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hnlab.com 

    



안랩   AhnLab, Inc.  

• 1995년 설립 
-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V3 제품군을 비롯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모바일 온라인 게

임 보안 솔루션, 네트워크 보안 장비 등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개발 공급 
- 정부 지정 정보보호보안 컨설팅 전문, 24시간 보안 관제 
- ASEC(시큐리티대응센터)과 CERT(컴퓨터침해사고대응센터)에 의해 24시간 365일 

악성코드와 해킹을 실시간 예방/차단함 
- 대표이사: 김홍선 
- 매출액: 987억원(2011.12기준)   임직원수: 747명 
- URL: http://www.ahnlab.com 
- 국내 최초 중국 공안부 인증 획득 ‘Check Mark’ ‘바이러스 불러틴 100% 어워드’, 

‘CC인증’, ‘OESIS OK인증’ 등 
- 인재상:  A자 인재- 인성, 전문성, 팀웍 
- 관계회사: 일본법인, 중국법인 
- 비전: 글로벌 무대에서 존경받는 기업 

 
사업
영역 

엔드  
포인트  
보안 

네트워크 
보안 

온라인 보
안  
서비스 

온라인 게
임  
보안 

유틸리티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관제 보안포털 

개인
제품 

V3 365클
리닉 

안랩 
TrustGuar
d 시리즈 

안랩
Transactio
n Security 
Service 

안랩
HackShiel
d 

V3 Zip 통합컨설
팅 서비스 

보안관제 
아웃소싱 
서비스 

고객지원
제품정보
제공 등 

기업
제품 

V3 인터넷
시큐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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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스테크(주)  NICS TECH 

• 1995년 설립 
- 다양한 기업용 S/W를 개발하는 통합PC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 경영철학: 고객가치 경영·인재중시 경영·신뢰기반 경영 
- MCI 정신(‘Marathon’+’Contribution’+’Innovation’) 
- 유망 중소정보통신기업 선정(정보통신부, 2002), 전경련 산업협력 대상 수상

(2003), 오라클 파트너 계약, 전자신문·디지털타임즈 상반기 히트상품 선정, 벤처
코리아 2010 우수벤처기업 지경부장관상 수상 

- 대표이사: 박동훈 
- 매출액: 126억원 
- http://www.nicstech.com 

제품소개 세부항목 

Security Solution Safepc Enterprise, SafePrivacy, Safe USB, Anyclick NAC, SafeVPN, Safe Notebook, 
Safe Manager, Fortinet, Cyberguard 

E-Biz solution BI solutions, WPS(Websphere Process Server), WAS(Web & Applic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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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정보통신(주) 
 

• 1994년 설립 

- 열린마음,창조적혁신,인간중심의 깨끗한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2015 글로벌 HR전문그룹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대표 

HR전문기업 

- 대표이사: 김진유 
- URL: http://www.win.co.kr/  

- 비전: HR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 HR전문기업으로 성장 

- 기업에 최적화된 HR솔루션 Enterprise와 H5 Standard, 선택적 복리후생 서
비스인 아즈플렉스를 성공. 

- 2015년까지 HR컨설팅, CDP, 리크루팅, 아웃플레이스먼트 등 HR관련 토탈서

비스를 제공 

 
비즈니스/서비스 

 
주요내용 

 

 
H5 

Paradigm SHIFT in Human Capital 
H5는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Human Value Creator로서 기업의 혁신과 도
약을 위해 필요한 HR에 관한 모든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 
5 Business-인사기획,인사운영,성과관리,인재육성,보상관리 
5 Service-대사원서비스,관리자서비스,HR담당자서비스,임원정보서비스,시스
템담당자서비스 

 
AZFLEX 

HR전문기업이 제공하는 선택적 복리후생 서비스 브랜드. 
A to Z와 Flexbible benefit plan의 합성어. 
고객사와 임직원 개개인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며, 고객에게 일관된 가
치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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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만사 

• 1997년 설립 

- 개인정보보호, DLP(Data lossprevention), 인터넷필터링 분야 1위 기업 

- 소프트웨어방식 대비 3~5배 이상의 처리용량을 가진 고성능 어플라이언스(DLP

분야 세계최초) 

- 웹사이트,웹앱스,악성코드 배포사이트 데이터베이스,연간 20만건 이상 실시간 
업데이트 

- DB방화벽 엔터프라이즈 시장1위 

- 10년동안 Network DLP, IAM(internet access management)분야 국내 시장점유
율 1위 

- 대표이사: 김대환 

- URL: http://www.somansa.com 
- 비전: 한 소프트웨어로 1만 카피판매,개발자로 30년 일하기,100년 지속경영 

제공서비스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내부정보유출방지
(DLP) 솔루션 

Network DLP 메일, 메신저, 웹메일, 웹하드 등 정보 유출에 대해서 네
트워크에서 감사하고, 통제 

Endpoint DLP/Discovery PC와 같은 단말에서의 USB등의 미디어와 출력물을 통
한 유출방지 기능을 담당 

개인정보보호 솔루
션 

Privacy Governance 
Framework 

국내 유일 데이터베이스,엔드포인트,유출통로까지 일관
된 개인정보보호 

DB-i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주민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  

Privacy-i 파기,파일대장 작성,암호화 등 개인정보 취급자,비취급
자별 개별정책 및 관리 

Mail-i 내부정보유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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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투비소프트 

• 2000년 설립 
- 기업용 UI/UX 전문기업- 기업용 RIA(Rich Internet Application) 및 X인터넷 전문기업 
- Web과 C/S를 대체한 차세대 어플리케이션 환경에 대한 연구 끝에 X-Internet을 기반

으로 한 새로운 플랫폼 개발, 자체 개발한 유무선 통합 X-Internet/RIA 솔루션 보유 
- 대표이사: 김형곤 
- 임직원수: 256명 
- 매출액: 227억원(2011.12 기준) 
- URL: http://www.tobesoft.co.kr 

 
 
 
제품소개: 엑스플랫폼은 

UX-Studio로 풍부한 사용
자 경험을 제공하는 런타임 
버전과 No Download 형태
로 브라우저와 디바이스 제
약이 없는 HTML5 번전 및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하
이브리드 버전을 모두 개발
할 수 있고, 엔터프라이즈 
매시업인 엑스업, 엑스팝, 
엑스푸시 등 옵션 제품을 

함께 제공하여 진정한 BUX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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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시큐리티시스템(주) 

• 1997년 설립 
• DB암호화 국내시장점유율 1위 
-   DB보안 및 웹 방화벽 시장의 확대, 해외 영업과 마케팅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에

서의 매출 신장, 가상 어플라이언스 웹 방화벽을 비롯한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사업 
강화 계획 

- 펜타가 추구하는 다섯 가지의 가치: 보안성우선, 품질, 아름다움과 즐거움, 편리성, 독창성 

- 펜타의 세 가지 도전: 글로벌 컴퍼니, 종합 애플리케이션 보안 회사, Next Door 서비
스 회사 

- 기업문화: 품질관리 문화, 디자인 문화(디자인 컨셉 및 원칙 정의, 디자인 방법론 수
립, 디자인 프로세스 체계화, GUI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인재상: 바른 인성, 뚜렷한 윤리관, 전문지식으로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 

- 대표이사: 이석우 
- 매출액:158억원 
- 제휴 파트너: HP Korea, Microsoft, Altibase, IBM, Oracle, SkySQL 
- http://www.pentasecurity.com 

주력상품 세부항목 

제품 DB보안, 웹 보안, 암호화 제품, 통합인증 및 관리(EAM) 

솔루션 주민번호 DB암호화, 금융시스템 보안, 웹서비스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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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에이에스 
 • 1995년 설립 

- 통제(C),감사(A),보안(S) 분야에서 전사 및 IT,보안 내부통제컨설팅 및 IT거버넌스
는 물론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선도. 특히, 금융권 IT내부통제에서는 가치 창출서

비스를 제공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방법론을 비롯하여 보증,감사,감리방법론 등 서비스 기
준을 개발     

- 대표이사: 전영하       URL: http://www.casit.co.kr/  

- 미션: 우리 고객에 대한 통제,감사,보안 서비스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가치를 제공
함과 동시에 임직원의 행복을 통해 사회발전에 이바지 

- 비전:2020 Global Leader as IT Assurance Services Group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컨설팅사업 IT거버넌스 IT내부통제수립,정보화전략계획,성과관리(BSC ROI) 

리스크관리 IT리스크관리,리스크기반IT감사체계,상시모니터링체계,IT감사체계구축,중
장기감사전략수립 

전문컨설팅 상세RFP(ISMP),PMO컨설팅,품질지원컨설팅,성능진단컨설팅,규모산정(FP)
컨설팅 

보안사업 보안
Compliance 

개인정보영향평가(PIA),기반시설보호대책수립,정보보호안전진단 

보안인증컨설
팅 

G-ISMS,ISMS,ISO27001,PIMS 인증컨설팅 

취약점진단컨
설팅 

정보시스템모의해킹,소스코드취약점진단,무선취약점진단,모바일취약점진
단 

전문보안서비
스 

정보보안감사서비스,연구과제수행,정보보호관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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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소프트 

• 1997년 설립 

- 세계 최고의 온라인게임 개발기술과 서비스역량을 보유한 온라인게임글로벌 리더 

-   대표이사: 김택진 

- 임직원: 약3,300여명(해외포함) 

- 매출액: 6088억원(2011년 기준) 
- URL: http://kr.ncsoft.com 

- 글로벌 네트워크 한국(본사),북미(미국),유럽(영국),일본,대만,태국 

- 미션: 즐거움으로 연결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것 
-   핵심가치:Integrity(진지함),Passion(헌신),Never-ending Change(감동) 

장르 종류 

MMORPG 리니지,리니지2,아이온,블레이드앤소울,길드워,길드워2 ,와일드스타,리니지 이터널 등 

캐주얼게임 러브비트,메탈블랙,마법천자문,푸드포스,프리라이스 

웹/보드 게임 골든랜드,명인장기,선언맞고,클래식맞고,골든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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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ITX Security 

• 1998년 설립 
- DSP(Digital Signal Processing) 기반의 보안 솔루션 제공: 영상 감시 장비 및 주변기

기의 디자인·개발, DSP 기반의 스탠드얼론 DVR(Digital Video Recorder) 생산, 차세
대 관제 시스템, PC기반 DVR, 전문 카메라 라인, 콘트롤러 등 

- ISO 9001, ISO 14001 품질/환경경영시스템 국제인증 확보, EMI, EMS, 전원환경, 안
정성 등 자체 신뢰성 기준 통과 

- 다양한 국내외 EMC 규격 기준 부합, UL, CSA, PSE 등 전세계 제품안전 관련 인증 및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설계 

- 대표이사: 박상열    매출액:431억원 
-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전세계로 수출 
- KB 히든스타 500 기업 선정 
- http://www.itxsecurity.com/ 
- 제품군: 

가격 경쟁력 다양한 활용분야 효율적인 OEM/ODM 개발 기능 차별화 용이한 유지보수 

CPU, CODEC, 
MUX 등의 Chip 구
성을 DSP 1개로 
구현하고 
GUI/Network까지 
수용 

DVR, IP Camera, 
Black Box, Alarm 
기기 등 다양한 분
야에 적용 

DSP내에 GUI, FONT, OSD 탑
재하여 다양한 고객들의 요
구 수용 가능/추가 변경이 용
이 

DSP F/W로 채
널별 기능 차별
화 

DSP F/W up-grade
로 문제 해결 

DVR Full-HD IP Camera CCTV Camera 영상블랙박스 

-  핵심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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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설립 

- 국내 및 Asia Pacific지역 제일의 ERP 전문컨설팅과 ASP 서비스 제공업체를 지향 
- 대표이사: 한창직 

- 매출액:197억원 

- URL: http://www.aspn.co.kr/ 
-   비전: IT서비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이며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새

로운 IT서비스사업모델을 정착시키고 산업발전에 기여 

-   미션: To be a "trusted service provider" to out customers' success 
-   핵심가치: Proactive service, Contribution, Trust, True professionalism 

(주)에이에스피엔 
 

 
영역 

 
서비스 

 
Value Proposition 

Value SAP(ISP), Feasibility study, Process innovation consulting, BPR 

 
Value Delivery 

Project implementation, Project review/audit/QA,  Performance tuning, 
Training&Seminar 

 
Value Enhancement 

Application hosting, Application maintenance, Archiving, Storange 
Service(Backup & Recovery), IDC, ASP, Upgrade Project, First level help 
desk(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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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크로스 
 • 2007년 설립 

- 국내 최초로 모바일 미디어렙 사업을 시작 
- 신규 Digital Media의 런칭부터 상품기획, 시스템 개발, 광고 영업 및 운영에 이르

는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디지털 마케팅 리더로서 확고히 자리매김 

- 대표이사:이재원 
- 임직원:464여명 

- 매출액:859억원(2011년 기준) 

- URL: http://www.incross.com/  
- 비전: World best service platform provider 

- Core business: Contents & Service사업, Device 플랫폼사업, Digital Ad사업, 

Enterprise mobility사업 

SP 사업본부 컨텐츠 사업본부 C&A 사업본부 

SKT open market의 독점개발 및 
운영자이며, 자체 사업기반을 확보 

자체 글로벌 모바일 브랜드인 디앱
스(TheApps)를 통해 컨텐츠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 

플랫폼 별 전문 기술지원을 통해 단
말기부터 컨텐츠까지 최고의 모바
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서비스 
역량을 구비 

광고 사업본부 Life 사업본부 m-Biz 사업본부 

디지털 매체에 대한 광고대행 서비
스 사업과 자체개발 광고 플랫폼인 
I'm AD를 기반으로 Ad Network 사
업을 추진 

TV맛집,배달맛집 등 모바일을 기반
으로 하는 Total life style 서비스 및 
Local Marketing 플랫폼 사업을 추
진 

기업 인프라 및 데이터의 모바일화
를 위한 플랫폼(MEAP)을 공급하고 
기술지원 

NS(N-Screen Solution) 통신사가 컨텐츠 OSMU(One Source Multi Use) 및 N-screen을 구현하도
록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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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네트웍스(주)  Geni Networks 

• 2005년 설립 
- 네트워크 접근제어 NAC 분야 내부보안 전문 기업 
- 기업문화: 업계 최고연봉, 분기별 인센티브 지급, 적극적인 자기계발 후원, 쾌적

한 업무환경,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 CC(Common Criteria) 인증 EAL2, 우수 창업기업인상 수상, 서비스거부공격/분산

서비스거부공격 발생시 비상용 웹사이트 접속 유도 방법, 가상 인라인 네트워크 
보안방법, 사용자 단말기의 상태 정보를 이용한 인증방법 및 시스템, 네트워크 상 
비인가 우회경로 탐지 방법 및 시스템  

- 대표이사: 이동범 
- URL: http://www.geninetworks.com 

Genian NAC 
Suite 

네트워크 접근통제,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IP 관리, 데스크톱 디스커버리, 애플리케이션 
관리(패치관리), 사용자 인증, 모바일 관리, 네트워크 위협 관리, 무선 네트워크 관리(WI-
FI) 

Genian CAM 내부 단말과 사용자에 대한 보안수준의 입체적 관리: 정부와 업계의 규제준수 여부와 조
건별 보안 평가 등 내부 보안수준을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직에 맞는 보안정책 수
립, 평가 및 조치 

Genian 
OnGreen 

전사적 전원관리로 에너지를 절약: 안전한 PC 자동종료, 자원절감, 데이터 보호, IT 자산의 
확인(연동), 유연한 전원 정책 수립 

http://www.geninetworks.com/
http://www.geninetworks.com/
http://www.geninetwor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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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코퍼레이션 
 

• 1990년 설립 

- 1989년 창립한 이래 제조,물류,유통,판매 등 공급사슬망 관리(SCM) 시스템을 
구축하고 컨설팅하는 전문기업 

- 'EnZin'이라는 SCM 패키지를 출시하여 통합 솔루션을 공급 

- 대표이사: 이창희 
- 매출액:221억원(2011.12 기준) 

- URL: http://www.zin.co.kr/ 

- 파트너: TOSHIBA, Zebra, Honeywell, Datalogic, Sanshin, Phoenix, Cipher LAB, 
Rototype, SK telecom 

공급망관리(SCM) 중요성 부
각 

경영환경 변화로 기업 경쟁력의 요소로 물류부문의 중요성 증대 
기업성과 향상과 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SCM고려 

SCM 성과 극대화를 위한 구
현방안 필요 

공급망계획(SCP)과 함께 공급망실행(SCE) 애플리케이션 구현중요 
효율적 SCE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처리,전달의 자동화가 필수 

가시성(Visibility)과 추적성
(Traceability)강화 요구 

소비자 안전의식 강화, PL법 대응 등 생산/유통 이력관리 요구강화 
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유통질서 문란행위 근절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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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앤피시큐어 
 

• 2003년 설립 

- 국내 Database 보안을 선도하는 No1. 기업으로서 금융, 제조, 통신 및 공공분야에

서 다수의 고객사이트 구축경험을 통해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 

-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사업 

- 통합보안 솔루션사업 
- 정보보호 교육사업 

- 조직문화: Energize, Encourage, Expert 

- 대표이사: 박천오 
- 매출액:101억원 

- URL: http://www.pnpsecure.com/ 

S/W LOG/차단 DBSAFER Gateway V2.0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을 도청하면서 DB접근제어를 실행
하고 데이터를 로깅,분석하는 기능 수행 DB서버에 설치
되어 우회 접속에 대하여 DB접근제어를 실행하고,데이터
를 로깅,분석하는 기능 수행  

DBSAFER Sniff V2.0  
 

DBSAFER Server Agent V2.0  
 

관리/정책
설정 

DBSAFER Manager V2.0  
 

DB접근제어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수행  

PC설치 DBSAFER Agent V2.0  
 

DB접속 Client PC에 설치되어 DB접속시 네트워크 경로 
변경 및 사용자 인증 기능 수행(1인 1계정 지원) 

H/W DBSAFER Gateway & Sniff Server  DBSAFER Gateway & Sniff Engine을 탑재하고 실행하는 
하드웨어 

FOD (Fall Over Device) or TAP DBSAFER Gateway(In-Line) 구성 또는 Snif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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