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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의견] 대표님 서명과 사진 추가

㈜에이치씨인포는 나와 타인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가능성을 실현하는
실천의 장이며,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하나됨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봉사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회사이며 IT인프라의 설계, 구축, 유지관리 전문업체입니다.
주요 분야는 네트워크, 보안, 서버 및 스토리지, 각종 솔루션,

소프트웨어 등 이며,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자회사의 엔지니어를
활용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통해 최적의 IT시스템 환경을 제공하는

전문 SI/NI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에이치씨인포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존중과 신뢰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국내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에이치씨인포는 기업의 성장은 물론 사회에도 기여할 것이며,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며, 고객이 원하는 것 그 이상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고객과 파트너의 성공은 물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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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ummary
회사 개요

지속적인 성장과 튼튼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신뢰를 만들어가는 에이치씨인포 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에이치씨인포

구분

2016

2017

2018

대표이사

김경운

솔루션 부문

276

356

427

사업종류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통합구축, 통합유지보수

S/W 부문

511

655

729

H/W부문

2,781

5,683

6,357

유지보수 부문

1,705

2,102

3,563

합계

5,273

8,796

10,996

설립연도

2012년 05월 23일

자본금

200,000,000 (2018년 결산 기준)

매출액(2018년)

10,995,887,871 (2018년 결산 기준)

임직원현황

38명 (기술인력 28명, 총인원대비 73.6%)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8길 5 서울숲 SK V1 Tower 1805호 ㈜에이치씨인포

연락처

070-4610-5547 (대표번호)

홈페이지

www.hcinfo.co.kr

매
출
액

8,796
최근 5년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4,13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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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2015

5,273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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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Vision
비전

에이치씨인포의 젊은 심장은
ICT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www.hcinfo.co.kr

4

Company History
회사 주요 연혁

2013

-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 시큐레이어 총판사 체결

- 국민건강보험공단 DNS 구축

- 한드림넷 파트너 체결

- 한국주택금융공사 NMS 구축
- 새마을금고 망 분리
- 전력거래소 REC 구축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꿈꾸는 기업!
에이치씨인포 의 발자취입니다.

에이치씨인포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존중과 신뢰로

- 농협 ERASER 시스템 구축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 춘천시청 신호제어시스템 인프라 구축

나아가고 있으며,
무한 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2014

국내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2012

www.hcinfo.co.kr

- 여주시청 신호제어시스템 인프라 구축
- 제주방어사령부 IPS 구축

- 시큐레이어 협력사 체결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 파이오링크 골드파트너 체결

2015

- AhnLab 파트너 체결

- Alcatel-Lucent 파트너 체결

- 해군 방화벽 구축

- 파이오링크, 넷맨 파트너 체결

- 인천공항공사 백신 납품

- 체크멀 총판사 등록
- 롯데정보통신 솔루션 구축
- 부산광역시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능형 자동차
IDPS 어플라이언스 개발

2017

- 정보시스템 관리솔루션(iRLS4) 자체 개발 상용화
- AhnLab Tier1 플래티넘 파트너 체결
-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시큐레이어 단독 총판사 체결

- 국민은행, 하나은행 전용망 개선

- 에이치씨인포 법인 설립
- CISCO 파트너 체결

2016

- 랜섬웨어 차단 전용 솔루션 체크멀 단독 총판사 체결

- 지능형 자동차 보안을 위한 전용 IDPS

2018

어플라이언스 모듈 및 이의 구동방법 특허출원
- 파이오링크 기술인증 S클럽 가입 체결
- 유넷시스템 총판사 등록, 애니몬FM 조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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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Performance
주요 실적

기관
서울시

서울시도시기반본부 유지보수

수원시

수원시청 유지보수

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및 고도화 사업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정보생산전파장비 침입방지체계 유지보수

법제처

법제처 행정정보화 유지보수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생산성본부 통합보안관제 유지보수용역

인천시

인천시청 네트워크 스위치 유지보수

강남구

강남구청 방화벽 유지보수
평택시청 네트워크 통합 유지보수

유
지

평택시

기본에 충실한
본질적인
IT 시스템 구축

기존 운용의
개선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서비스

행정정보망 유지보수
안중출장소 행정정보망 시스템 유지보수

보
수

사업명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유지보수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IPSCAN 유지보수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IP-PLUS 유지보수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거래소(나주, 천안)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의료정보체계 유지보수

케이티엔지코어

KT융합기술원 AIT실 및 GTH 인프라 유지보수

한국야금

KORLOY IT 유지보수, TOOLKEEPER 유지보수

파주 U-City

파주 U-City Alcatel 유지보수

최적의 사업수행
전문가 조직 투입

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네트워크 통합 유지보수

www.hc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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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Performance
주요 실적

다수의

네트워크 구축 및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통합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지자제/공공기관
서울시

납품

기업/기관/병원

사업명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스위치 구축 사업

삼성전자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보안 스위치 RMA 구축 사업

서울시데이터센터 TG40A, TG500A, TG100A 구축 사업

LG 실트론

LG 실트론 Application 스위치 신규 구축 사업

경기도청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농협

농협 ERASER 시스템 구축 사업

부산시

부산시 차세대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국민은행

국민은행 전용망 개선 사업(MSPP구축)

대구시

대구시청 L4 스위치 구축 사업

하나은행

하나은행 전용망 개선 사업(MSPP구축)

의정부시

의정부시청 교통신호제어기 SSL VPN 구축 사업

하나투어

하나투어 웹 방화벽 구축 사업

해군

해군 방화벽 구축 사업, 해군제주사령부 IPS 구축 사업

우리은행

우리은행 차세대 정보보안 인프라 도입 구축

KISA

KISA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한국인심공사

전산센터(IDC) 및 정보시스템 이전 구축(통합 로그 관리)

KISA 인터넷 침해 대응 시스템 이중화 구축 사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GK2A 기상위성 지상국 인프라 구축 사업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 장비 교체 및 증설 사업

한국통신자연합회

한국통신자연합회(KTOA) 정보통신망 시설 구축 사업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백신 납품

롯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 랜섬웨어 솔루션 구축 사업

김해공항

TG500A 구축 사업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TG 70A 구축 사업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방화벽 구축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김해정 DELL 서버 구축 사업

네트워크 망분리 및 정보보안 강화 구축 사업

홈플러스

홈플러스 NMS 구축 사업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통합 로그인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서울대학교병원

TG 보안장비 구축

한국과학기술원

보안관제시스템(통합로그 수집 및 분석시스템) 구축

서울아산병원

랜섬웨어 대응 시스템 구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데이터센터 장비 등 확충(2단계) 사업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대전병원 TG 기술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덕 국제화도시 시스템 구축 사업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공단 방화벽 구축 사업

구축
및

사업명

www.hc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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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Introduction
부서 소개

한계를 뛰어넘어 아무도 보지 못한 1%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에이치씨인포 입니다.

전략사업본부

기술지원본부

경영기획본부

컨설팅사업본부

전략파트
공공사업파트

기술1/2/3/4/5/6 파트

경영지원파트
영업지원파트

마케팅파트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시스템 병합
상주 관리
기술 자문

ICT 솔루션 컨설팅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네트워크 유지보수 관리
정부 조달 사업

경영 지원 업무
회계 지원 업무
4대 보험 관리
인사 관리

경영 전략 기획 및
HR / CS
전사 교육 컨설팅
마케팅 관리 및

SI사업본부
솔루션사업본부
기업부설연구소

관리
관리
관리
지원

시스템 설계
시스템 통합 사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에이치씨인포 인력구성 (총 38명)
정보시스템 기술인력 (28명)

2019

73.6%
정보시스템
기술인력 보유

기타인력 (10명)

우수 네트워크 기술 전문가 채용
기술인 협회 기술인력 등록 및 업무 관련 자격증 보유
외국어 능력자 및 실무 중심 경력자 팀 구성
전체 직원의 70% 이상의 정보시스템 기술자 보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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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사업 영역

통합시스템 구축과 운영 유지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사업 등 5개 사업부분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안사업

SI사업

솔루션사업

NI사업

R&D사업

Security Business

System Integration Business

Solution Business

Network Integration Business

Research and Development


개인정보보안의 개념을

최적의 정보시스템 기획,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증가에

정부공공기관, 대학, 일반 기업체,

에이치씨인포는

이해하고 고객에 성공적인

입안에서 설계와 구축, 운용 및

따라 웹 서비스 성능과 안정적인

금융기관 등 마켓 전반에 걸쳐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보안을 위한 컨설팅 및

보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 중심의 보다 좋은 품질의

특화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대학, 연구기관, 정부기관과의

구축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제공함으로써 IT기반의 편리하고

제한된 투자로 보다 좋은 효과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합니다.

협력체계를 통해 시장의 흐름에
앞선 미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
힘쓰고 있습니다.

www.hc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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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Network Partners
Partners by Business Area
사업 영역별 파트너

최고의 국내외 파트너들과 함께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공급 : 알카텔-루슨트 사의 LAN 스위치,
CISCO 사의 LAN 스위치 및 라우터 제품
• 보안시스템 공급 : AhnLab 사의 통합보안시스템 제품
• LAN 스위치 장비 공급 : PIOLINK 사의 PAS 시리즈 제품
• 네트워크 컨설팅 : Network System Upgrade Consulting,
Network Design
• 네트워크 관리 및 유지보수 : Network 관리 및 System
유지보수,
Traffic 분석, Monitoring Service
• 무선랜 장비 공급 : AiroHive 사 무선제품, CISCO 사의
무선제품

02 Security Partners
• 방화벽 제품 공급 및 유지보수 : AhnLab 사, JUNIPER 사,
CISCO 사
• 침입방지시스템 제품공급 및 유지보수 : AhnLab 사 TG IPX,
Wins 사의 Sniper IPS
• L4 스위치 장비 공급 : PIOLINK 사의 PAS 시리즈 제품
• 웹 방화벽 제품공급 및 유지보수 : PIOLINK 사의 WEBFRONT
시리즈
• DDos 제품 공급 및 유지보수 : AhnLab 사의 TG DPX 시리즈
• 좀비 PC 솔루션 : AhnLab 사의 TrusWather 시리즈
• NAC 솔루션 : Netman 사의 SmartNAC

03 System Partners
• 서버 시스템 장비 공급 : IBM, HP, DELL
• 스토리지 및 SAN 스위치 공급 : IBM, EMC
• 백업 솔루션 : Symantec 사의 NetBackup, BESR 등

04 Solution Partners
•
•
•
•
•
•

www.hcinfo.co.kr

망 관리 시스템 공급 및 유지보수 : Netman 사의 IPPLUS
서비스 응용서버 : INFOBLOCK
웹 필터링시스템 : 나솜 사의 Smart-X-Filter
유해차단시스템 : 플로스기술 사의 eWalker
QoS 시스템 : Proccera 사의 PacketLogic
SW-HW 융합형 망분리 솔루션 : AhnLab 사의 Trus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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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Item Partnership Introduction
주요 아이템 파트너쉽 소개

안랩 (총판사)

안랩 은 글로벌 통합보안
기업으로서 세계 수주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솔루션과
전문적인 서비스 체계를 갖춘
세계적인 통합보안기업입니다.
www.ahnlab.com

www.hcinfo.co.kr

시큐레이어 (총판사)

파이오링크(기술파트너)

시큐레이어 는 원천기술

파이오링크 는 업계 최고의

개발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로그 관리 솔루션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기술력을 접목시켜
보안 관제의 자동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www.seculayer.co.kr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성능,
보안을 제공하고, 쉬운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및 보안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www.piolink.com

넷맨(골드파트너)

넷맨 은 네트워크 및 엔드포인트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업계 최고의 네트워크 보안 및 관리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여 네트워크의
안전성과 가용성을 높이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www.netm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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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Item Partnership Introduction
주요 아이템 파트너쉽 소개

(총판사)

유넷시스템 은 2003년 2월에

(골드파트너)

eG 이노베이션스
(T1 파트너)

에스에스알 (총판사)

설립하여, 우수한 보안기반기술을
바탕으로 15년간 보안SW 개발 및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대표 토종 보안SW 기업입니다.

SQI소프트 는 시스템 통합 사업과
솔루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최적의
IT서비스를 창출하여 고객사업의
성공에 공헌하겠습니다.

eG Innovations 는 전세계
기업이 IT서비스의 제공을 경쟁
우위와 생산성, 성장, 이익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스에스알 은 공공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정보보호 컨설팅 및 IT 솔루션
개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www.unet.kr

www.unet.kr

www.eginnovations.com

www.ssrinc.co.kr

www.hc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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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scription
제품 소개

AhnLab TrusGuard는

AhnLab TrusGuard IPX는

AhnLab TrusGuard DPX는

AhnLab TMS는 빅데이터 이벤트 처리 기반

Firewall, IPS, Application Control, VPN,

안랩의 강력한 보안 위협 대응 기술력과

DDos 공격 대응 전용 솔루션으로

심층적인 위협 분석과 네트워크 보안

Anti-Virus Span, C&C 탐지 및 차단 등

독보적인 인프라가 응집된 최고의

국내 DDos 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의 효율적 통합 정책 관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침입방지 솔루션입니다.

제품입니다.

차세대 네트워크 통합 보안 관리

네트워크 통합 보안 시스템입니다.

www.hcinfo.co.kr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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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scription
제품 소개

eyeCloudSIM은 연동된 시스템과 다양한

eyeCloudSIM for BlueBird 는 기관의

eyeCloudAI 는 빅데이터 시스템과 외부

장비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

정책에 기반한 업무 프로세스를 설정 할 수

위협 정보 등으로부터 수집된 보안 정보를

연관분석을 수행합니다.

있으며, 자동화된 티켓을 이관 및 공유하고

취합하고, 사용자가 지정하는 알고리즘과

분산처리 기법으로 데이터의 양에

리포트 생성에 사용하는 등 보안 관제

학습 방법으로 필요한 모델을 생성합니다.

한계없이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 할 수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있습니다.

www.hc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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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scription
제품 소개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는

웹방화벽인 WEBFRONT-K는 소규모

TIFRONT 클라우드 보안스위치는

TIFRONT Security Switch 는 액세스

서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에게

웹사이트부터 텔코, 금융, 포털 등 대용량

어려운 명령어 입력 대신 클릭 몇

보안스위치로 다양한 보안 기능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트래픽 처리와 고신뢰성이 중시되는 대형

번으로 설치부터 장애까지 모든 관리를

결합되어 있습니다. 각종 유해

그리고 안전하게 전송하는 네트워크

사이트까지, 높은 암호화 트래픽을

간소화하고, 모바일 기기, IoT 확대로

트래픽만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장비입니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SSL 성능을

더욱 중요해진 내부 네트워크 가시성과

사용자에 따른 네트워크 접근 제어로

자랑합니다.

보안 문제까지 해결하는 스위치입니다.

안전한 내부 네트워크를 보장합니다.

www.hcinfo.co.kr

15

Product Description
제품 소개

IP-Plus

IP주소 및 네트워크 통합 관리 솔루션

IP-Plus는 IP현황 모니터링, IP/MAC

Smart NAC
네트워크 및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eG Enterprise

SolidStep

전사 IT 서비스 모니터링과 진단

최첨단 보안 진단 솔루션

Smart NAC은 네트워크 진입 시 단말과

eG Enterprise는 전세계적으로 가상화,

SolidStep 은 전수검사 솔루션으로

통제, Advanced DHCP, IPv6, 트래픽

사용자를 인증하고, 네트워크를 사용중인

Cloud 플랫폼, Citrix, VDI 환경을 구축하는

적합성과 속도, 넓은 탐지범위로 비용까지

분석 등을 통해 네트워크의 가시성을

단말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과

대부분의 고객사에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절감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솔루션으로

확보하고 IP사용을 통제하여

통제를 통해 내부 시스템을 보호하는

가용성 제공, 운영자의 생산성과 만족성,

100% 조치 가능한 보고서를 제공하며,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하는 ‘I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솔루션 입니다.

운영비용 절감, 효율적인 용량 설계 및 IT

1000개의 넓은 점검범위와 300배의 빠른

인프라의 최적화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검속도, 점수검사를 제공합니다.

주소관리(IPAM)’ 솔루션 입니다.

www.hc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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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scription
제품 소개

애니몬FM은 이기종 방화벽과 차세대 방화벽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시간
보안정책과 시스템 로그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및 최적화로 보안 취약점 사전 예방과
보안규정 준수 및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
통합 관리 플랫폼입니다.

www.hc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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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Customer Company
주요 고객사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대학교
기업

www.hc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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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Status
대외 인증 현황

쌓아온

회사의 체계와 시스템은 대외 검증을 통해 단단해지고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전자입찰시스템
업체등록증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특허증
사물인터넷시스템

특허증
지능형자동차보안

안랩
플래티넘파트너

안랩
D-VAR파트너

시큐레이어
총판인증서

파이오링크
파트너인증서

UNET
파트너인증서

www.hcinfo.co.kr

19

Right people for HCInfo.
인재상

열정을 가지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며 회사와의 동반성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www.hc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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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Support
교육 지원

파트너사 기술교육

www.hcinfo.co.kr

및

CS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이 IT전문가로 성장의 기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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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Benefit
복지 혜택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은 임직원이며 임직원의 행복은 고객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www.hcinfo.co.kr

22

에이치씨인포의 젊은 심장은 ICT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에이치씨인포는 정부공공기관, 대학, 일반기업체, 금융기관 등 마켓 전반에 걸쳐 특화된 시스템 구축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및 시스템 인프라에 필요한 디자인, 컨설팅, 구축, 유지보수 등의 기술 서비스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사업에 주력하며,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월등한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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