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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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사 소개

| 일반 현황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

수산아이앤티
국내 최초 인터넷 트래픽 필터링 솔루션 개발
국내 유일 공유단말서비스 통신 3사 공급
국내 최초 네트워크 방식 유해차단 서비스 제공

회사명

㈜수산아이앤티

설립일자

1998년 3월 4일

대표자

정 석현, 이 홍구

자본금

33.7억 원

임직원

86명 (2021년 3월 기준)

사업분야

수산아이앤티의 핵심 기술은 ‘트래픽 분석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통신 3사와 플랫폼 기반 사업 공유단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보안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네트워크 자원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산아이앤티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네트워크 접속관리 솔루션 외)
㈜수산인더스트리, ㈜수산이앤에스, (주)수산뉴텍,

관계사

A+

HQ Seoul Korea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5길 13, 수산빏딩
Tel 02.541.0073
Fax 02.541.0204
E-mail ask@soosan.co.kr
HP http://www.soosanint.com

㈜수산중공업, ㈜수산씨에스엠, ㈜수산홈텍, ㈜수산에너솔,
㈜에스에이치파워, ㈜두성특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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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사 소개

| 조직 소개



現, ㈜수산아이앤티 대표이사



現, ㈜수산아이앤티 대표이사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선임



제 17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AMP 수료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前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

ㅍ
정 석 현 회장

現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델인터내셔널 대표
한국을 빛낸 올해의 무역인상 수상

한국휴렛팩커드 부사장



금탑산업훈장 수훈

한국IBM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벤쳐창업대전 대통령상 수상

이 홍 구 대표



제 15회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산업포장



한국의 경영대상 기술경영부문 종합대상

조직도
회장
사업기획팀

대표이사

경영지원팀

마케팅팀

사업총괄 (COO)

플랫폼연구소

서비스사업본부

서비스사업팀

서비스개발팀

보안사업본부

보안영업팀

보안컨설팅팀

보안연구소

SWG

DLP

OA/DB

W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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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사 소개

| 주요 연혁

2020

• 비젠테크와 총판 계약 체결
• 지란지교SNC의 ‘VADA’ 총판 계약 체결
• 나루시큐리티의 ‘커넥텀’ 총판 계약 체결

2019

• ePrism SSL VA 신SW상품대상 우수상 수상 (8월)
• eWalker DLP V9 출시
• SW챌린지 공모전 후원

2018

•
•
•
•

2017

• 아라기술 특허 인수
• ePrism SSL VA 출시

2005

• KT와 단말인증서비스공동사업 협정 체결

2016

•
•
•
•

2002

• 유무선 공유기 검출 솔루션 NAT Finder 출시

2015

• LG U+ ‘추가단말접속서비스’ 제휴계약 체결
• KT ‘홈와이파이서비스’ 제휴계약체결
• SSL통신 복호화(Decrypting)솔루션, ‘eWalker SSL’ 출시

2001

• 기업용 인터넷 사용관리 솔루션 eWalker 3 출시

2000

• 정보통신부선정 인터넷 필터링 분야 1위 업체
(최우수 중소기업상 수상)

1998

• 플러스기술(주) 설립
• 네트워크 기반 인터넷 유해정보차단 S/W 넷아거스 1.0 출시
• 개인용 인터넷 유해정보차단 S/W 수호천사 1.0 출시

eReD Hypervisor Security 출시
eWalker SWG V9 출시
RSA 컨퍼런스 2018 참가
SW챌린지 공모전 후원

㈜수산아이앤티로 사명 변경
㈜수산아이앤티 코스닥 상장
eWalker Security V7M CC(Common Criteria) 인증
베트남 교통부에 ‘eWalker V7’ 공급

2014

• 베트남 R&D 사무소 개설

2012

• 제2회 전자IT산업 특허경영 대상
• SK텔레콤과 청소년안심서비스 공동사업 협정 체결

2011

• 벤처기업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 eWalker 3 Security v6 CC (Common Criteria) 인증

2009

• KT와 오피스용 인터넷 서비스 공동사업 협정 체결
• SK브로드밴드와 오피스용 인터넷 서비스 공동사업 협정 체결
• eWalker 3 SQL GS(Good Software) 인증 획득

2007

• SK브로드밴드와 단말인증서비스 공동사업 협정 체결
• 수호천사 SafeZone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 (문화관광부)

• 제14회 정보문화상 정보통신윤리상 수상 (국무총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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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사 소개

| 기업 경쟁력

164건
(2020년 12월 기준)
• 출원 중인 특허 29건 외 기술특허 135건 보유
• 특허경영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

4社
• 10년 이상 통신사와 함께 플랫폼 기반 서비스 제공
• 국내 최다 트래픽 분석 노하우 확보
KT

SK

LG U+

VINA
PHONE

70%

1,100 고객사

(2020년 12월 기준)
• 기술개발 및 지원 인력이 전체 인력의 70% 차지
• 직무발명보상제도로 기술 지향, 인재 경영 추구

(2020년 12월 기준)
•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1,100여 고객사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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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 소개

| 사업 개요

플랫폼 사업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취약점 진단 솔루션

공유단말서비스

인터넷 접속관리 솔루션

시스템 취약점 분석 솔루션

국내 통신 3사에 제공

SSL 가시성 확보 솔루션

내부망 취약점 점검 솔루션

신규 부가가치 창출

정보유출 방지 솔루션
웹 방화벽 솔루션

Big Data 분석 기술과

지란지교에스앤씨 ‘VADA’ 총판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판매 점유율 1위

나루시큐리티 ‘커넥텀’ 총판

선순환 구조의 가치 창출

1,000여 고객사 확보

공공, 국방 솔루션 제공

글로벌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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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 소개

| 통신사 플랫폼 사업

다수단말사용고객을위한초고속인터넷부가서비스

통신사 플랫폼 기반 공유단말 서비스
통신사의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창출한 전국 규모의 백본 인프라 서비스로써 ‘단말식별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최초 부가서비스 모델

10년 이상 서비스 진행

통신 3社 서비스 제공

전국 단위 서비스 운영

인증 OK

공유기
인터넷

ISP Backbone
인증 OK

인터넷 차단 및
인증 유도

단말인증시스템

인터넷 차단 및
인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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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 소개

|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랜섬웨어및APT 공격, 위협인텔리전스에 대응하는URL기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유해사이트 차단
인터넷 접속 관리

• 트래픽 접속 관리를 통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 HTTPS 사이트 접속 제한 가능
• 국내 최대 URL DB 제공

정보유출 방지
악성코드 사이트 차단

• 이메일, 메신저 통한 정보유출 방지
• 암호화 트래픽 정보 확인
• 유해사이트 및 악성코드 사이트 차단

SSL 트래픽
가시성 확보

• SSL 가시성 제공 솔루션
• 타 네트워크 장비의 교체 및
수정없이 연동 가능
• 모든 포트의 SSL 트래픽 가시성 확보

웹 공격 탐지 및 방어
개인정보 유출 차단

• 효율적이고 안전한 웹 서비스를
구현 할 수 있는 웹 방화벽 솔루션
•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경고 대응 제공
• 잠재적 해킹 공격 보호
• 웹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분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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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 소개

| 취약점 진단 솔루션

사전점검을통한보안위협방어/ 금융, 공공기관보안가이드준수

취약점 진단 솔루션
시스템 및 내부망 취약점 점검

•
•
•
•

국방 4대 기술 인증
AI 기반 내부망 공격 탐지 솔루션
정보유출 방어 및 취약점 점검
실시간 위협 공격 대응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
•
•
•

시스템
강화된
다양한
취약점

보안 가이드 준수

취약점 자동 진단
보안 컴플라이언스 대응
점검 방식 지원
관리 업무 체계화 및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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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관계사 소개

에너지 그룹

중공업 그룹

발전설비 유지보수
발전소 계측정비 및 시공
전기/전자기기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

건설용 중장비 제조
특수목적장비 제조

수산뉴텍

ICT 전자 그룹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가스차단기 제조 및 판매
고분자커패시터 제조 및 판매

두성특장차

에스에이치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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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COPYRIGHT SOOSAN INT.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