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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Review Business Area Major Business Performance Various Certificates

회사 개요
회사 기본 정보

회사명

설립일

사업장 소재지

해외 사업장

자본금

인원

사업부문

                  (주)글로벌엔씨                    대표이사 : 임 채익

1978년 12월

본점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47, 905호(성수동 2가, 아이에스비즈타워)

지점 : 부산시 수영구 구락로 23, GNC사옥 2층

사우디아라비아 등 현지 네트워크 공사 및 관련 서비스

5억

50명 (2023년 1월)

SL/NL사업, 유무선 통신망 구축사업, 물류 자동화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 솔루션 사업, SL/NL 정보통신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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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혁
연차 별 회사 발전과정

- 삼성전기통신으로 발족

- (주)명성통신으로 상호변경 및 법인등록

- 체신부 유선통신 기계공사업 1등급 허가취득

- 신한은행, LG 정보통신 협력업체 선정

- 일반 통신 공사업 1등급 허가취득

- (주)한국통신건설로 사명변경

- 품질경영시스템(ISO-9001:2000)인증취득

- 별정통신업 허가취득

- KT프리텔 VIZ전략점선정

- KT시설공사 (1군)협력사선정

- 서울통신기술과 N-Zone시스템 협력체결

- 자동 위치추적 시스템 CGPS사업참여

- 자동화게이트(문자인식부분) 개발

-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게이트 시스템개발

- 해양수산부 “일반부두 정보화 개선사업”참여

-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전문점 인증

- 한국RFID/USN협회 정회원가입

- 해양수산부“RFID기반 항만 물류효율화 사업” KTN 협력업체 선정 

- 정보통신부 u-IT 선도사업 참여

- (주)글로벌네트웍앤커뮤니케이션으로 사명변경

- 어바이어 IPT 전문업체 선정

- 필리핀 현지법인설립

- 부산광역시 U-City 사업 참여

- (주)글로벌엔씨로 사명변경

- RFID 거점 정보 시스템  구축  주관 사업자 선정(국토부)

- 동부산 관광단지 운동휴양지구 사업 참여

- 국방부 ㅇㅇ부대 이전 사업 참여

- KT 유무선종합 협력점 선정

- 산자부 (재)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참여

- 한진해운신항만 터미널 유지보수

- ㈜BEXCO 통합유지보수

- 메리츠화재 부산경남 통합 유지보수

- 한화손해보험 부산경남 통합 유지보수

- 양산부산대병원 통합배선시스템구축

- 신한은행 전산실 구축

- 부산 U-Park CCTV 시스템 구축 및

 - IPT 시스템 구축

- 한진중공업 그룹사 전체 통신망 구축

- 울산대학교병원 IDC센터 구축

- 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 통신망구축

- 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통신설비 구축

- 울산대학병원 별관동 통합배선공사

- 미음신축사옥 네트워크 구축

- 한국수자원공사 인터넷전화시스템(IPT) 제조구매설치

- KT IP-PBX(삼성) 구축 연단가공사(부산)

- 부산대학교 제2공학관외 8개건물 네트워크공사

1978 1980-1989 1990-1999 2000-2010

2014-2015 2011-2013 20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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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혁
연차 별 회사 발전과정

- INK신항만주식회사 컨테이너이미지활용시스템 구축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

  거제고용복지센터 통신·방송시설공사

- 양산부산대학교병원(㈜케이티) 매니지드 CPE 유지보수

- ㈜부산은행 영선동지점 통신개수공사

- 2017년 울산대학교병원 IP-PBX구축공사

- 국립민속국악원 디지털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매

- 서원홀딩스 통합망 재계약사업

- 렛츠런파크 부경 무선랜시스템 개선

- 주문계약서(JJA-T2 DGPS 50set 추가 관련 장비)

- 아이엔케이신항만㈜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 부산신항만㈜  게이트 차번 OCR시스템 설치

- 평택컨테이너터미널㈜ 게이트 등 인프라 유지보수

- ㈜부산은행 수안동지점 이전공사(통신)

- 에스엠상선㈜ IT장비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 KT기업용 인터넷전화(IP-PBX)물품구매 계약

- 2017년 12월 대표이사 송철현 취임

- 한진중공업 기업회선 제공用 IP-PBX/Qos 장비구매 및 설치

- 헌병 통합시스템 교체사업 

- 아이앤케이신항만 유지보수 

-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네트워크 유지보수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의료정보시스템 네트워크유지보수 

- DPW Jebel Ali Terminal 2 및 

  Terminal 4 ACH(Auto Container Hand off system) 프로젝트

- 부산신항만㈜ IT유지보수

- 경상대학교병원 무선랜 케이블 구축공사 

- 에스엠상선㈜ 전산유지보수 

- ㈜한진중공업 전산자산 유지보수

- 부산신항만㈜ 서측 Gate 교체 및 동측Gate 보완공사

- 아이앤케이신항만㈜ Camera  (Infrared sensing포함)

- BNCT터미널 IT인프라 시스템 구축

- 자동화창고 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종합보급창)

- 53사단 통합망유지보수 주식회사 LGU+

- 부산신항국제터미널㈜  외곽보안 CCTV 설치

- 한진컨테이너터미널㈜ 외곽울타리 보안장비 교체공사

- 한국허치슨터미널㈜ 외곽보안 CCTV 설치

- 부산신항만㈜ IT 유지보수

- 중소기업(Main-Biz) 인증

- ISO 9001 인증

- 경영혁신형 (통신장비 개발 및 제조, 정보통신공사)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 본점 이전-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99 메트로디오빌 1016

- 군산 STS후판공장 CCTV&네트워크 구축공사

-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공사

- 2020년 1월 대표이사 임채익 취임

- 2020년 5월 GNC사옥 준공 / 

- 부산시 수영구 구락로 23

- 2020년 07월 소프트웨어 직생 인증

- 2020년 11월 CCTV직생 인증

- 2020년 11월 벤처기업인증 획득

2016 2017 2018

2020~ 2019



Company Review Business Area Major Business Performance Various Certificates

COMPANY GOALS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가장 가치있는 존재입니다.

자기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겠습니다.

“최고의 시스템 구축, 최고의 사업”

고객의 필요를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고객과의 무한신뢰의 틀을 가지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최상의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가치실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책임감과
확고한 믿음을

COMPANY

고객과 함께 미래를
창조하겠습니다

FUTURE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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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조직도
회사소개 (조직도)

영업본부

경영지원본부

자사 / 자회사

S.I 사업팀

System int

Storage

Security

Vvirelss

Network int

물류사업팀

항만자동화시스템

물류자동화

문자인식시스템

CCTV시스템

이미지저장시스템

Gate OCR, STS OCR

정보통신사업팀

IP Telephony

네트워크 인프라시스템

케이블TV SVC

CAVIT, CCTV

AV시스템 / 주차관제

전관방송 시스템 / 선로설비

기술지원팀

유지보수서비스

S.I컨설팅

N.I컨설팅

보안 컨설팅

국방 및
해외영업본부

장비조달 및 개발

기반체계 구축 및 컨설팅

주한미군기지 장비조달

및 유지보수

총괄사업본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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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조직도
회사소개 (조직도)

영업본부

경영지원본부

자사 / 자회사

S.I 사업팀

System int

Storage

Security

Wireless

Network int

물류사업팀

항만자동화시스템

물류자동화

문자인식시스템

CCTV시스템

이미지저장시스템

Gate OCR, STS OCR

정보통신사업팀

IP Telephony

네트워크 인프라시스템

케이블TV SVC

CATV, CCTV

AV시스템 / 주차관제

전관방송 시스템 / 선로설비

기술지원팀

유지보수서비스

S.I컨설팅

N.I컨설팅

보안 컨설팅

국방 및
해외영업본부

장비조달 및 개발

기반체계 구축 및 컨설팅

주한미군기지 장비조달

및 유지보수

총괄사업본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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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구조

S.I 사업팀 (4명) 10%

정보통신산업팀 (11명) 27.5%

물류사업팀 (12명) 30%

국방 및 해외영업본부 (3명) 7.5%

기술지원팀 (3명) 7.5%

총무관리팀 (4명) 10%

영업팀 (3명) 7.5%

중급기술자 56% 이상 (16명)

회사 인력구조

특급
6%

고급
25%

중급
25%

초급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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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규모
년차별 재무 구조 변화

7,080,722
(단위 : 천원)

2020

구분 2020년 2021년

자본금 500,000 500,000

상품매출부문 1,692,381 143,068

정보통신부문 5,371,705 9,001,260

부동산임대부문 16,636 41,064

기타매출 98,317

합계 7,080,722 9,283,709

2022년

[단위 : 천원]

구분

상품매출부문

공사수입금부문

연구개발용역

임대료수입

합계

본점

1,870,043

8,215,550

19,579

10,105,172

지점

297,804

2,563,535

41,065

2,861,339

KNS

9,036

1,649,887

1,658,923

합계

2,176,883

12,428,972

19,579

41,065

14,666,499

9,283,709
(단위 : 천원)

2021
14,666,49

(단위 : 천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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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규모
년차별 재무 구조 변화

구분 2020년 2021년

자본금 500,000 500,000

상품매출부문 1,692,381 143,068

정보통신부문 5,371,705 9,001,260

부동산임대부문 16,636 41,064

기타매출 98,317

합계 7,080,722 9,283,709

2022년

[단위 : 천원]

구분

상품매출부문

공사수입금부문

연구개발용역

임대료수입

합계

본점

1,870,043

8,215,550

19,579

10,105,172

지점

297,804

2,563,535

41,065

2,861,339

KNS

9,036

1,649,887

1,658,923

합계

2,176,883

12,428,972

19,579

41,065

14,666,499

14,666,499
(단위 : 천원)

2022

9,283,709
(단위 : 천원)

2021

7,080,722
(단위 : 천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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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총 매출액
9,283 100%

2021년 매출액 구조분석

62%
유지보수

국방사업

항만

대학병원/관공서

금융권

중공업

소계

2,947

1,799

719

130

130

5,725

32%

19%

8%

1%

1%

62%

매출액(백만원) 점유율(%)

21%
공사

기타공사 외

소계

1,924

1,924

21%

21%

매출액(백만원) 점유율(%)

17%
상품매출

한화시스템(주)

한진중공업

소계

1,344

290

1,634

14%

3%

17%

매출액(백만원)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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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분야
글로벌엔씨 세부적 사업 분야

서버, 네트워크
인프라시스템

System int

Storage

중대형Server

무선 네트워크

Network int

보안시스템

물류 자동화,
출입보안 시스템

물류자동화

영상보안시스템

출입보안시스템

항만 자동화

영상회의시스템

RFID

정보통신시스템

IP Telephony

CATV, CCTV

AV시스템 / 주차관제

무선통신시스템

전관방송시스템

선로설비 / 교환설비

모바일시스템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전산설비

N.I시스템

유지보수시스템

보안 컨설팅

S.I컨설팅

국방 및
해외영업본부

국방분야 장비조달 및 개발

국방분야 기반체계 구축 및 컨설팅

(국방테이서 센터 등)

주한미군기지 장비조달 및 유지보수

주요 군C4I체계 제안참여 및

장비조달, 구축

보급창, 군수사 등 자동화창고 유지보수

해외 구조장비 한국총판 임무수행

(U safe)



Company Review Business Area Major Business Performance Various Certificates

2017
최근 주요 사업실적 - [공사부문&유지보수부문]

사업명

시스템 설치

시스템 구축

통신공사

시스템 설치

통합망 구축

통신공사

구내통신공사

이전공사, 개수공사(통신)

시스템 구축

시스템 설치

통신공사

BM투자공사

구내통신공사

교환기 납품 및 설치

리모델링 통신공사

교환기 납품 및 설치

사업내용

PNC  서측게이트 교체 및 동측 게이트 보완공사

2017년 울산대학교병원 IP-PBX구축공사

PNC 동측 Gate 하드웨어 교체공사

서원홀딩스 통합망 재계약 사업

부산영화체험 박물관 BTL 사업자 통신공사

서원홀딩스 사업 구내공사 재원집행

울산영업부/수안동지점/서부지원(영)  이전, 개수공사

두바이 T2 DGPS 

VM Storage 외 설치공사

군자차량기지 정비공사 시설개량 정보통신공사

2017년 대동병원 복합BM투자공사

부산산업용품상협동조합 구내인터넷 시설구축

교환기납품 및 설치공사

교수연구실 신설을 위한 리모델링공사(통신)

롯데마트 서초꽃마을점 교환기 납품 및 설치

발주처

부산신항만(주)

(주)싸이버로지텍

(주)케이티

부산신항만(주)

(주)케이티

(주)태양전기

(주)케이티

(주)부산은행

(주)싸이버로지텍

(주)싸이버로지텍

서울메트로

(주)케이티

(주)케이티

부산광역시 현대미술관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롯데마트 서초꽃마을점

터키 DWP Yarimca RTLS(Real Time Location System)
구축 프로젝트 물품공급

사업명

IT유지보수

인프라장비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구내통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전산자산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IPT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사업내용

PNC IT 유지보수

PCTC 게이트 등 인프라 장비 유지보수

인제대학교 해운대학병원 통신 유지보수

인제대학교 부속백병원 통신 유지보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매니지드 CPE + 유지보수

메리츠화재해상병원(주) 본사 총신 유지보수

전산자산 유지보수

한진중티엠에스 네트워크 및 통신 유지보수

(주)화승알앤에이 통신 유지보수

SM상선 IPT 하자보수

부산 서부버스터미널(주) 통신 유지보수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통신 유지보수

한화손해보험(주) 통신 유지보수

학교법인동의병원 통신 유지보수

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통신 유지보수

발주처

부산신항만(주)

평택컨페인터미널(주)

아이엔케이신항만(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제대학교 부속부산백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본사

(주)한진중공업

한진중티엠에스

(주)회승알앤에이

SM상선

부산서부버스터미널(주)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한화손해보험(주)

학교법인동의병원

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HMC서버, N/W, DBMS ,WAS, Gate외관촬영시스템,
ABB서버, WMA웨어, Gate TPDU



Company Review Business Area Major Business Performance Various Certificates

2018
최근 주요 사업실적 - [공사부문&유지보수부문]

사업명

시스템 설치

시스템 구축

시스템 설치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시스템 설치

시스템 설치

시스템 구축

통신공사

시스템 구축

시스템 설치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통신공사

사업명

시스템 설치

사업내용

서측게이트 교체 및 동측게이트 보완공사

사우디  PJT Damage 1차 Recovery 및 시스템 구축

헌병 통합시스템 교체작업

한진중공업 기업회선 제공用 IP-PBX / QoS 장비설치

BNCT터미널 IT인프라 시스템 구축

헌병 통합시스템 교체사업

Cameras (Infrared semsing 포함)

H/W-VMT-YT단말기(고정브라켓&설치포함)

예천군청 IP전화기 및 라이센스 증설공사

해태제과 전국망 IPT 구축용 교환기 설치

양산 부산대학교 교환시스템 설치

DPW Jeble Ail T2 및 T4 ACH 프로젝트

동측 Gate Lane 개선공사

부산백병원 본관 11층 리모델링 공사

사업내용

서측게이트 교체 및 동측게이트 보완공사

발주처

부산신항만(주)

(주)싸이버로지텍

국군제정관리단

에스케이브로브랜드 주식회사

아이앤케이신항만터미널(주)

국군제정관리단

아이앤케이신항만터미널(주)

부산신항만(주)

대한정보통신

SK네트웍스서비스(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주)싸이버로지텍

부산신항만(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발주처

부산신항만(주)

사업명

IT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인프라장비 유지보수

구내통신 유지보수

네트워크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전산자산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IPT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사업내용

PNC IT 유지보수

한진중공업 기업회선 제공用 IP-PBX 유지보수

PCTC 게이트 등 인프라 장비 유지보수

인제대학교 해운대학병원 통신 유지보수

인제대학교 해운대학병원 네트워크 유지보수

SMGT 전산 유지보수

인제대학교 부속백병원 통신 유지보수

(주)한진중공업 전산자산  유지보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매니지드 CPE + 유지보수

2018년 KT IP-PBX 유지보수

SM상선 IPT 하자보수

(주)화승알앤에이 통신 유지보수

터키 Yanimca 터미널 유지보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통신보수

라마다앙코르호텔 유지보수

발주처

부산신항만(주)

아이엔케이신항만(주)

SK브로드밴드

평택컨테인터미널(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제대학교 부속해운대백병원

(주)싸이버로지텍

인제대학교 부속부산백병원

(주)위드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에스엔에스이서비스 주식회사

SM상선

(주)화승알앤에이

(주)싸이버로지텍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케이티이엔지코어 부산본부

HMC서버, N/W, DBMS ,WAS, Gate외관촬영시스템,
ABB서버, WMA웨어, Gate TPDU



Company Review Business Area Major Business Performance Various Certificates

2019
최근 주요 사업실적 - [공사부문&유지보수부문]

사업명

보안 시스템

보안 시스템

보안 시스템

시스템 설치

시스템 설치

통신공사

통신공사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 설치

통신공사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외곽보안 CCTV 자재 납품 및 설치

HJNC 외곽울타리 보안장비 교체공사

 외곽보안 CCTV 설치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공사

BNCT터미널 IT인프라 시스템 구축 

군산 STS후판공장 CCTV&네트워크 구축공사

서울강일초등학교 방송설비 개선 공사

군산 STS후판공장 CCTV&네트워크 구축공사

양산 부산대학교 교환시스템 및 부대장비 공급 및 설치

(주)부산은행 수영지점 이전공사(통신)

의생명연구동 건립 정보통신공사관련 통합배선 납품, 설치

해운대백병원 무선AP 구축

부산백병원 무선AP구축

2019년 울산해양경찰서 IP-PBX 구축

2019년 오리엔탈정공 복합BM 구축

발주처

부산신항국제터미널(주)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한국허치슨터미널(주)

서울교통공사

(주)싸이버로지텍

에스엠스틸 주식회사

서울강일초등학교

SM스틸(주)

(주)케이티이엔지코어

부산은행(주)

(주)네오티스

주식회사 이한엔에스

주식회사 이한엔에스

(주)원비즈시스템

(주)케이티이엔지코어 부산본부

(주)케이티이엔지코어 부산본부

사업명

IT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자동화창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구내통신 유지보수

네트워크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전산자산 유지보수

전산자산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IPT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사업내용

PNC IT유지보수

자동화창고 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

SMGT 전산유지보수

KT정보보안 유지보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의료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유지보수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네트워크 유지보수

53사단 통합망유지보수

터키 Yarimca 터미널 유지보수

(주)한진중공업 전산자산  유지보수

(주)한진중공업 전산자산  유지보수

현대미술관 통신유지보수

SM상선 IPT 하자보수

㈜화승알앤에이 통신 유지보수

 라마다앙코르호텔 유지보수료

부산서부버스터미널(주) 통신 유지보수

발주처

부산신항만(주)

아이엔케이신항만(주)

종합보급창

(주)싸이버로지텍

(주)위드네트웍스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 부속해운대백병원

(주)LGU+

(주)싸이버로지텍

(주)한진중공업

(주)위드컴

부산광역시 현대미술관

SM상선

(주)화승알앤에이

(주)케이티이엔지코어 부산본부

부산서부버스터미널(주)

HMC서버, N/W, DBMS ,WAS, Gate외관촬영시스템,
ABB서버, WMA웨어, Gate TPDU

이너텔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용담캠퍼스
교환기(OS7600) 재배치 설치 공사



Company Review Business Area Major Business Performance Various Certificates

2020
최근 주요 사업실적 - [공사부문&유지보수부문]

사업명

통신장비 납품

통신장비납품

네트웍구축

시스템설치

시스템설치

네트웍구축

통신공사

통신공사

통신공사

통신공사

장비납품

통신공사

통신공사

통신공사

통신공사

통신공사

사업내용

KT 이너텔 부산산업용품 교환설비 공급

녹취서버 교체 및 ARS 도입

부산 BNCT 터미널 IT 인프라 시스템 구축

17포항 해병 CCTV설비

17포항 해병 방송설비

노후 전산시스템 교체설치(서버,시스템S/W,N/W)

동부산농협 철마지점 신축통신공사

부산대학교병원 711,710,79병동 영상감시설비 설치

에스엠스틸㈜ 군산공장 CCTV카메라 추가설치 공사

㈜부산은행 내성영업소 이전공사(통신)

2020년 테크로스 복합BM 구축물자구매

화상전화기 납품설치

부산백병원 CCTV 추가설치공사

부산동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통신공사

부산백병원 부호관 7E병동 음압격리병실 변경공사[정보통신]

발주처

부산산업용품상가

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BNCT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아이앤케이신항만

동부산농업협동조합

부산대학교병원

에스엠스틸(주)

(주)부산은행

케이티커머스(주)

태화개발(주)

울산광역시 시립노인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사업명

전산 유지보수

전산 유지보수

전산 유지보수

전산 유지보수

전산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전산 유지보수

네트웍 유지보수

네트웍 유지보수

통합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통신 유지보수

사업내용

C.Y-PORT 운영서비스등

SMGT 전산유지보수

전산자산 유지보수

20년 항공정보단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00부대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20년 CCTV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20년 2센터 UPS 유지보수 용역

20-071 20년 과학화경계시스템(CCTV) 외주정비 용역

20년 KT기업인터넷전화 IP-PBX유지보수

에스오일 교환기 외 H/W 유지보수

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 계약

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 계약

센텀벤처타운 통신/CCTV/방송시설 유지보수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통신시설 유지보수

통신시설유지보수

통신유지보수관리용역

발주처

(주)싸이버로지텍

(주)싸이버로지텍

한진중공업

항공정보단

1068부대

9965부대

국방데이터통합센터

수도방위사령부

에스엔에스이서비스(주)

에스오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재)부산연구원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중 통신 및 CCTV외 공사



Company Review Business Area Major Business Performance Various Certificates

2021
최근 주요 사업실적 - [공사부문&유지보수부문]

사업명

통신공사

통신공사

인프라구축

상품매출

통신공사

통신공사

인프라구축

인프라구축

인프라구축

인프라구축

인프라구축

인프라구축

인프라구축

인프라구축

인프라구축

통신공사

사업내용

울산대병원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통합배선 공사

부산백병원 무선통신Wifi  내부망,외부망 추가증설 공사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구축(부산 및 해운대백병원)

CCTV 녹화장비 및 카메라 구매(설치)

지청 재배치 관련 통신 및 전원공사

탄도탄작전통제소 시제 NW시스템 구축

탄도탄작전통제소 시제 IT인프라 구축

21년 항포구 고성능CCTV 구축사업

음압격리병동 팬틸트줌 카메라 구매

VTC 연동체계구축

스마트 부대구축 사업

육군본부 스마트부대 구축사업 스마트폰 통합충전기 구매

스마트부대 총기보관함 추가 구매

삼계동지점 부분개수공사(통신) 1tt

발주처

주식회사 글로시스닷컴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SK브로드밴드(주)

(주)이한엔에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SK브로드밴드(주)

한화시스템(주)

한화시스템(주)

쿠도커뮤니케이션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현시스메틱(주)

(주)인텔리빅스

쿠도커뮤니케이션

쿠도커뮤니케이션

부산은행

사업명

유지보수

유지보수

유지보수

유지보수

유지보수

유지보수

유지보수

유지보수

유지보수

유지보수

유지보수

유지보수

유지보수

유지보수

유지보수

유지보수

사업내용

2020년 두바이 DPW JA T2, T 4 RFID 미들웨어 유지보수

SMGT 전산유지보수

GOP과학화경계시스템(동부)외주정비

전산자산 유지보수비

전산자산 유지보수비

SM상선 IPT 하자보수

한진중공업 기업회선용 교환기 유지보수

53사단 통합망유지보수

전산자산 유지보수

전산장비 유지보수

00부대 온나라 시스템 유지보수

전산장비 유지보수

20-071 20년 과학화경계시스템(CCTV) 외주정비 용역

DBMS, WAS외 유지보수

Gate, TPDU 외 유지보수

서버, N/W, LPR유지보수

발주처

(주)싸이버로지텍

에스엠상선 주식회사

육군제5378부대

(주)한진중공업

(주)한진중공업

에스엠상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주)한진중공업

90정보통신단

국군제1068부대

국방대학교

수도방위상령부

아이앤케이신항만주식회사

아이앤케이신항만주식회사

아이앤케이신항만주식회사

대륜이엔에스 서비스용 교환기라이선스,
스위치 IP-PHONE 구매

21년 한진중공업 기업회선용 장비
(교환기라이선스 스위치 UPS) 구매



사업내용

C.Y-PORT 운영서비스등

SMGT 전산유지보수

전산자산 유지보수

20년 항공정보단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00부대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20년 CCTV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20년 2센터 UPS 유지보수 용역

20-071 20년 과학화경계시스템(CCTV) 외주정비 용역

20년 KT기업인터넷전화 IP-PBX유지보수

에스오일 교환기 외 H/W 유지보수

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 계약

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 계약

센텀벤처타운 통신/CCTV/방송시설 유지보수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통신시설 유지보수

통신시설유지보수

통신유지보수관리용역

Company Review Business Area Major Business Performance Various Certificates

최근 주요 사업 실적
최근 주요 사업실적

계약서명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서

자재.제품 공급 계약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자재,제품 공급 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전산 유지보수 공급 계약서

전산유지보수공급계약서

전산유지보수 공급계약서

통신망 설치공사계약서

통신공사 계약서

전산유지보수 공급계약서

통신공사 계약서

CCTV 구축공사

전산유지보수 공급계약서

계약내용

㈜한진중공업 조선부문 전산장비유지보수계약

㈜한진중공업 네트웍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HHIC-Phil 의 IT 및 보안인프라시스템유지보수

송도국제화복합단지내 A2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자재납품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CCTV용 DVR장비 4식 교체공사

메리츠화재 부산사옥 신축공사 중 출입통제시스템 구축공사

한진중공업 생산지원동 시설 현대화 개선공사 중 무선네트웍 및 통신공사

정보시스템1팀 OA 네트워크 유지보수

정보시스템1팀 OA 네트워크 유지보수(금액변경)

정보시스템1팀 OA&네트웍 유지보수

방산부문 해군 승조원 사무실 통신망 설치공사

한진중티엠에스 사무실 이전 통신공사

정보시스템1팀 OA&네트웍 유지보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광케이블 공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CCTV 구축공사

정보시스템1팀 OA&네트웍 유지보수

계약일시

2010-06-30

2010-06-30

2010-07-07

2010-07-22

2011-03-01

2011-04-14

2011-12-28

2012-07-01

2013-01-01

2013-07-01

2013-08-28

2014-03-21

2014-07-01

2014-08-13

2015-03-06

2015-07-01

IT 및 보안 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추가변경 계약서



Company Review Business Area Major Business Performance Various Certificates

터미널

2000년 이후 전국 대부분의 컨테이너 터미널 인프라 구축

최근 주요 사업실적

삼익물류 부산항신항 남컨테이너터미널 철송터미널 인프라구축

경인항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및 김포터미널 인프라 시스템 구축

부산신항 2-3단계

현대상선부산컨테이너터미널 인프라시스템 구축

한진해운 신항만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인프라 시스템 구축

(Gate, 광케이블, 무전기, 무선랜, VMC)

(Gate, 광케이블, 무전기, 무선랜, VMC)

(Gate, VMC)

(Gate, CCTV, 광네트워크)

(Gate, 광케이블, 무전기, 무선랜, VMC)

평택대룡부두 : 터미널 자동화시스템 구축

평택항 서부두 주식회사 : 터미날 자동화시스템 구축

현대상선 용당 CY : 터미널 자동화시스템 구축

한진감만,감천,광양터미널 자동화시스템 구축

BICT,감천 터미날 ISPS 연동 자동화 게이트 보안 시스템 구축

(Gate, CCTV, 광네트워크, 무선랜, VMC)

(광네트워크,  무선랜, VMC)

(Gate, CCTV, 무선랜, VMC)

(Gate, CCTV, 광네트워크, 무선랜, VMC)

세방부산감만터미널 인프라시스템구축

울산신항 아이포트 컨테이너터미널 인프라 시스템

포항영일만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인프라 시스템

평택신항 아이포트 컨테이너터미널 인프라 시스템

삼주항운 터미널 자동화시스템 구축

평택컨테이너터미널 자동화시스템 구축

(Gate, VMC)

(Gate, 광케이블, 무전기, 무선랜, VMC)

(Gate, 광케이블, 무전기, 무선랜, VMC)

(Gate, VMC, 무전기, 통제실)

(Gate, CCTV, 광네트워크, 무선랜, VMC)

(Gate, CCTV, 광네트워크, 무선랜, VMC)

제주항 5개 부두 항만 인원통제시스템 및 무선 네트워크 구축

부산항 6개 부두 항만 자동화 시스템 구축

인천항 8개 부두 항만 자동화 시스템 구축

포항항 3개 부두 항만 자동화 시스템 구축

세방기업 : 중앙부두 자동화 시스템 구축

(Gate, CCTV, 광네트워크, 무선랜)

(Gate, CCTV, 광네트워크, 무선랜)

(Gate, 광네트워크, 무선랜)

(Gate, Yard자동화, CCTV, 무선 네트워크) (부산, 광양, LIME 창고 무선네트워크 구축)



Company Review Business Area Major Business Performance Various Certificates

사업실적
sever 및 storage

한진중공업 수빅 조선소

IBM Unix 계열 서버

윈도우 2000계열 서버

현대상선 (주) 부산터미널

IBM Server & San Storage, NAS Storage, 

Server OS  통합 유지보수 

동명대학교 

RFID Mobile 물류시스템 Server

(HP server - ML 350)

현대유엔아이 연지동 본사

IBM Server & San Storage, NAS Storage, 

Server OS  통합 유지보수 

국토해양부 본부 거점정보시스템 

HP ML580 Server

스토리지 : EMC CX4-120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 

HP Server 및 CISCO network, 

방화벽 

부산지방해운항만청

HP 슈퍼돔 Server

스토리지 : EMC CX4-120

싸이버로지텍 IDC 센터 구축

IBM Server & San Storage, NAS Storage, 

Server OS  통합 유지보수 

평택항 서부두 

HP Server 및 CISCO network, 

방화벽 

제주지방 해양수산청 

HP ML 350 Server – Windows 계열

부산인터네셔널컨테이너터미널

HP Server – UNIX 계열

IBM Server, Storage

포항영일신항만

IBM Server 

San Storage, NAS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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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네트워크 인프라

(주)한진중공업

유무선 네트웍 설비 구축              망분리 사업

그룹전체 통신망 구축                  OA유지보슈

현대중공업(주)

유무선 네트웍 설비 구축

대우조선해양(주)

유무선 네트웍 설비 구축

동명정보대학

Mobile 및 무선 네트웍 설비 구축

부산외국어대학교

유무선 네트웍 설비 구축

경남정보대학

Mobile 및 무선 네트웍 설비 구축

국토해양부 / 해양수산부

부산, 인천, 제주, 포항 – 차량 및 인원 

통제 시스템 PDA Solution 구축

한국 국제 터미널

주식회사 전산실 구축

평택항 서부두 

컨테이너 터미널 유무선 네트웍 및 

전산실 구축 

제주지방 해양수산청 

유무선 네트웍 설비 구축

부산인터네셔널컨테이너터미널

유무선 네트웍 설비 구축

평택항

대름부두 전산실 구축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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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정보통신시스템

한진중공업, 한진해운, 메리츠화재

교환기 및 부가 통신망 구축 

방송사
KNN(부산방송), 유선케이블 방송 및 기타 

방송사 교환기 설비 및 Telemarketing

center 구축

정보통신 관련 사

집단전화 설비, 우리 홈쇼핑 교환설비, 

아이즈비젼 교환 설비, Call Center 유지보수

관공서

사천 시청, 해군본부, 울산 북구청, 의료

보험 관리공단, 상록회관 교환 설비 구축

병원

대동병원, 동의 의료원 교환 설비 구축

화승 R&A

구내교환설비구축

기타

백병원 네트웍 시설공사,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교환시설 설치공사, 대우백화점 내배선공사,

부산지방 노동청 통신 및 전원사, 수산과학원

선로 교체 공사 설계 등

각 그룹사 사내기간 전산망공사, 100번센타

구내 통신 및 전원공사, 정보센타 본부 구내 배선, 

EXTRA 망연동, ALT설치공사, N-Zone물품구매설치,

EMR MIH망 수용공사, 농산물센타 집단전화 시설, 

정보센타 키폰 설치공사, 전산국 재배치공사, 

서부산 2차 VDSL시설공사, 롯데캐슬 Ntopia 

시설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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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정보통신시스템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부일 이동통신

(현 아이즈 비젼)

한진해운 Call Center

한진해운 신향만 IPT 시스템 구축

롯데 홈쇼핑 [구 우리 홈쇼핑]

통일부

남북철도 연결

{문산-잠단간) 통신설비 신설공사

KTN

아파트 단지 인터넷 구축

한국 수자원공사

CCTV 선로공사

부산 백 병원

네트워크 공사

해군 중앙 경리단

구내 교환기 및 구내 통신공사

한진 그룹

사내 유무선 Network 구축

해양수산부

부산 북항 6개 부두 및 부두관리공사

대역 네트워크 구축

세정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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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물류 자동화 시스템

정보통신부

u-IT 선도사업 “RFID를 이용한 항만 물류

효율화 사업” 참여

국토해양부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구축

부산청 전산실 Server 시스템 구축

세방기업

·중앙부두 Gate, Yard 자동화, CCTV 
  시스템 및 무선 네트워크 구축
·부산, 광양 LME 창고 무선 네트워크 구축

부산항

6개 부두 항만 게이트 자동화, CCTV 및 

무선 네트워크 구축 (1,2,중앙,3,4,5물량장)

인천항

8개 부두 항만 게이트 자동화, CCTV 및 

무선 네트워크 구축 (1,2,3,4,5,6,7,8부두)

포항항

3개 부두 항만 게이트 자동화 및 무선 

네트워크 구축 (신항1,2,3부두)

한진해운

·감만, 감천, 광양 터미날 자동화 게이트

   및 Yard CCTV 구축

·감만 터미날 ISPS 연동 자동화 게이트 

   보안 시스템 구축 

·한진해운 신항만 인프라 구축

·한진해운 신항만 RFID 시스템 구축

경기평택 항만공사

평택항 서부두 컨테이너 전용 터미날 

자동화 시스템 구축

현대상선 

용당 CY 자동화 게이트 및 Yard/CFS 
CCTV 구축
현대상선 신항만 2-2단계 터미널 인프라 구축

제주항

5개 부두 항만 게이트 자동화 및 무선 

네트워크 구축(2,3,4,5,6부두)

수자원 공사

CCTV 시스템 구축 외 Web CCTV 

(Camera) system 다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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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 전국 250 여개 고객사 전산실. 네트워크설비 및 교환설비 유지보수 시행 중 ”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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