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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COMPANY

We exceed customer expectations

2023 COMPANY INTRODUCTION



• 아이커머일반현황

회사명 (주) 아이커머 대표자 조상현, 서원교 대표이사

사업분야
IT 인프라 공급/유지보수 및 컨설팅,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및 솔루션 제공, 실내 건축 및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일반서적 출판업, App 개발 등

주소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106

연락처 전화 82–2–466–3700 FAX 82–2-466-3760

회사설립일 2002년 1월 2일 사업 수행 년수 21년 3개월

해당부문사업기간 2002년 1월 ~ 2023년 3월 현재 (21년 3개월)

회사명 ICOMER Vietnam Co., Ltd

사업분야 건설업, 수출입업, 유통업, 서비스업 4개 부문

주소 베트남 하노이시 꺼우저이군 두이떤 TTC Tower 7th Floor

연락처 전화 84-4-3212-3851 FAX 84-4-3212-3852

법인설립일 2015년 6월 29일 업종
100% 외국인투자법인
(1인 유한 책임 회사)

종업원 총 11명 (한국직원 2명, 현지직원 9명)

회사명 BA SoftTech

사업분야 App개발&운영, H/W & S/W 공급/유지보수, Infra 구축

주소 北京市朝阳区启阳路4号中轻大厦B座 1801室

연락처 전화 86-10-6477-0871 FAX 86-10-6477-0872

법인설립일 2011년 3월 업종 IT 및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종업원 총 7명 (한국직원 1명, 현지직원 6명)

• 해외법인현황 (베트남) • 해외협력업체현황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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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회사현황



• “FY17 HPE TOP ISS PARTNER”상 수상

•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HPC 사업 수주(8년 연속)

• 현대캐피탈 빅데이터 플랫폼 인프라 구축

• 케냐 관세청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수주

•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사업 수주

• 작명 어플 "지음" 런칭

• HP FY18 "Q4 Service Contest Award" 수상

•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통합 구매 건 수주

• 현대카드 Digital Foundation 증설

• KOICA-방글라데시 디지털 지방행정 시스템 사업 수주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HPC 시뮬레이션 장비 구축

•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통신실 내 FM 구축 공사 수주

• HPE Financial Services Partner Excellence Award’ 수상

• ISO 9001 / 27001 인증 취득

•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HPC System 사업 수주

• 현대오토에버 HPC System 사업 수주

• 한국은행 경기전산센터 개념설계 컨설팅 사업 수주

• POD사업 '북팟 (BookPOD)' 런칭

• 한화디펜스 HPC System 사업 수주

• 삼성SDI HPC System 및 노후화 교체 사업 수주

• 삼성 무선사업부 / 삼성리서치 GPU System 수주

• 삼성전자 반도체 Azure stack 시스템 사업 수주

•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HPC System 구축

• 나이스평가정보(주) AI분석 서버 구축

• 지역난방공사 서버실 구축 인프라 이전 사업

• 삼성SDI GPU & AI System 사업 수주

• 신한에이아이 GPU System 사업 수주

• 현대자동차 AI플랫폼 GPU System 사업 수주

•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전산실 인프라 사업 수주

• LG전자 슈퍼컴 전산실 인프라 사업 수주

• 아이커머, 수성대·HPE와 ABC기반 인재양성·스마트

캠퍼스 조성 협약 체결

2019 2018 2017

• ㈜한화 업무용 PC 리스사업 수주

• 대한광통신 가상화 시스템 도입 사업 수주

• 삼성SDI / 현대자동차 HPC & AI 사업 수주

• DB손해보험 실시간 미러링 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

• LG이노택 / LG디스플레이(베트남) DR사업 수주

• 한국예탁결재원 VDI 구축 사업 수주

• 삼성SDS 데이터센터 년간 네트워크 공사 수주

2022 20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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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재무현황및신용평가등급 2023 COMPANY INTRODUCTION

구분 2020 2021 2022 평균

총자산 10,271 11,612 10,388 10,757

자기자본 5,102 4,977 5,135 5,071

납입자본금 550 550 550 550

유동부채 4,769 6,236 4,853 5,286

고정부채 400 400 400 400

유동자산 7,245 8,776 7,380 7,800

자산회전율 2.7% 2.6% 3.2% 2.8%

부채비율 101.3% 133.3% 102.3% 112.3%

유동비율 152.1% 140.7% 151.9% 148.2%

총매출액 30,227 27,918 35,421 31,189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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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인증현황_벤더파트너확인서 2023 COMPANY INTRODUCTION

HPE Platinum  파트너인증서 HP Amplify Power 파트너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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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인증현황_각종공사업등록증 2023 COMPANY INTRODUCTION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건설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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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인증현황_일반인증 2023 COMPANY INTRODUCTION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강소기업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자확인서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GS인증-Ubiguard)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인증서

기술평가우수기업인증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ISO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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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현황
조직현황 2023 COMPANY INTRODUCTION

구분 사업영역

ICT Solutions

• IT 인프라

(HPE Server, Network, Storage, HP 솔루션 등)

• HPC/AI

• 가상화

• 통합유지보수

IDC Solutions

• 데이터센터 구축 및 컨설팅

• 컨테인먼트 / 방수천장 / UPS

• 항온항습기 / 이중마루

• 전기 / 네트워크 공사

• 전산장비 이전

UbiGuard Solutions

• UbiGuard-FMS

• 지능형CCTV

• UbiGuard+ 출시 예정 (DCIM)

Contents Business
• BookPOD (온라인자가출판플랫폼)

• Application

R&D • 자체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

대표이사

이사회 경영전략위원회

경영기획실

ICT사업부

SI팀

IDC팀

TS팀

솔루션사업부

솔루션 1팀

솔루션 2팀

컨텐츠사업팀

해외사업부

베트남법인

중국사무소

르완다사무소

기술연구소

Research

Development

해외 TFT (중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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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현황
인력현황 2023 COMPANY INTRODUCTION

구분 엔지니어 R&D 합계

특급기술자 4 1 5

고급기술자 6 2 8

중급기술자 4 4

초급기술자 1 1 2

합계 15 4 19

(2023년 3월기준)

구분
전문분야

합계
경영 영업 관리/수행 엔지니어 연구원

인력 10 7 24 15 4 60

구분 본사 수원 구미 베트남 합계

인력 5 7 2 1 15

본사: 영등포

지사: 수원

지사: 구미

• 전체현황

• 엔지니어기술등급현황

• 엔지니어지역별인력현황

Sales / Consultant
Part Room

Engineer
Demo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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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현황
프로젝트 수행 실적현황 2023 COMPANY INTRODUCTION

발주기관 사업명 사업기간

삼성에스디에스 • 23~25년 삼성에스디에스 데이터센터 서버룸 네트워크공사 단가 계약 23.04 ~ 25.03

삼성SDI • 삼성SDI 2023년도 워크스테이션 연단가 입찰 건 수주 23.01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 차세대 지능형 SDDC기반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22.12 ~ 23.11

신데카바이오 • 신데카바이오 AI 슈퍼컴 센터 구축 사업 22.10 ~ 23.08

국가정보통신망 • 2022년 제2타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22.09 ~ 22.12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전산장비(Workstation) 구매 건 수주 22.08 ~ 22.12

신한에이아이 • 신한에이아이 빅데이타 플랫폼 구축 사업 22.08 ~ 22.10

한국전력 • 전력ICT 대전센터 통신분야 기반환경 구축 22.05 ~ 22.11

㈜한화 • ㈜한화 운영PC 리스 사업 22.05 ~ 22.07

대한광통신 • 대한광통신 가상화 구축 사업 22.04 ~ 22.06

AJ네트웍스 • 한화 업무용 PC, WS, MWS 전산장비 임대 건 수주 22.03 ~

케이디아이앤씨 • 한국예탁결제원 가상데스크톱(VDI) 구축 건 수주 22.03

드림마크원 • 드림마크원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장사업 22.02 ~ 22.08

아이마켓코리아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씬클라이언트 납품 건 수주 22.01 ~ 22.12

우리에프아이에스 • 우리금융 상암 데이터센터 FMS 구축 22.01 ~ 22.07

• 최근 3년간주요프로젝트수행실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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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현황
2023 COMPANY INTRODUCTION

• 최근 3년간주요프로젝트수행실적현황

발주기관 사업명 사업기간

수성대학교 • 수성대학교 교육용 무선인프라 구축 21.12 ~ 22.09

현대오토에버 • 현대자동차 AI플랫폼 GPU System 구축 21.11 ~ 22.01

한국전력공사 • 전력ICT 대전센터 통신분야 기반환경 구축 사업 21.09 ~ 22.07

신한에이아이 • 신한에이아이 GPU System 구축 21.08 ~ 21.09

삼성종합기술원 • 삼성종합기술원 HPC 구축 21.06 ~ 21.12

현대오토에버㈜ • 파주센터 전산실 컨테인먼트 설치 공사 21.05 ~ 22.1

삼성전자 •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전산실 인프라 구축 21.03 ~ 21.06

LG전자 • LG전자 슈퍼컴 전산실 인프라 구축 21.03 ~ 21.05

삼성SDI • 삼성SDI GPU & AI System 구축 21.03 ~ 21.04

수성대학교 • ABC기반 인재양성·스마트 캠퍼스 조성사업 21.02 ~ 22.12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전주 ICT센터 FMS 구축 20.12 ~ 21.10

한국휴렛팩커드(유) • 스포츠토토 전산센터 이전 및 구축 사업 20.11 ~ 21.02

현대오토에버 • 현대트렌시스 HPC 서버 구축 20.10 ~ 20.11

나이스평가정보 • 나이스평가정보 AI분석 서버 구축 20.10 ~ 20.11

삼성리서치 • 삼성리서치 GPU Server 구축 20.03 ~ 20.09

프로젝트 수행 실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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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해현황
2023 COMPANY INTRODUCTION

• 최근 3년간주요유지보수수행실적현황

발주기관 사업명 사업기간

㈜클로센 (前. LG히다찌㈜) • 2023년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강화 계약 건 23.01

㈜알에스아이티 • 2023년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기반설비 통합유지보수 23.01

유한양행 • 유한양행_23년도 유지보수 (서버, 오라클/티맥스, WEB/WAS, PC) 23.01 ~

티시스아이티 • 대한화섬_울산 공장 시스템 유지보수 22.01 ~

㈜왈도시스템 • KCT_서버 및 스토리지 공급설비 유지보수 계약 22.01 ~

HMM • HMM_(현대상선) SM 용역 도급 22.01 ~

대교CNS • 대교CNS_내부정보유출방지 시스템 유지보수(대교 mail-I 유지보수) 22.01 ~

㈜에이엔알 • 국민연금공단 기반설비 유지보수 사업 22.01 ~

강동문화재단 • 강동구립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22.01 ~

한국케이블텔레콤 • 한국케이블텔레콤 22년 HW 유지보수 22.01 ~

교보증권 • x86서버 유지보수 21.11 ~

현대무벡스 •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 SAP 클라우드 유지보수 21.08 ~

수성대학교 • 수성대학교 유지보수 21.01 ~

한미약품 • 한미약품 접근제어 유지보수 21.01 ~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_HW 및 VMware 유지보수 20.10 ~

유지보수 수행 실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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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현황
2023 COMPANY INTRODUCTION

발주기관 사업명 사업기간

진인터내셔널 • 서울삼성내과_삼성내과의원 유지보수 (x86서버, 리자드백업) 20.09 ~

주식회사스포츠토토코리아 • 체육진흥투표권 IT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07 ~ 20.12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_HW 및 VM 유지보수 20.07 ~

지비인터렉티브 • 조인셋_VMWare Renewal 20.04 ~

현대무벡스 • 현대무벡스_DB암호화 라이선스 유지보수 20.03 ~

한화 • 2한화 통합 워크스테이션 유지보수 20.01 ~

서울삼성내과 • 제이솔루션파트너스_삼성내과의원 유지보수 19.09 ~

조인셋 • VMWare Renewal 19.04 ~

㈜케이토토 • 체육진흥투표권 IT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9.01 ~ 20.06

한화 • 한화 워크스테이션 유지보수 19.01 ~

세메스 • 세메스 서버 유지보수 19.01 ~

국민연금공단 • 전주ICT센터 및 각 거점지사 유지보수 16.01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 DIDC 1,2센터 FMS 유지보수 14.01 ~

우리에프아이에스 • 우리금융 상암센터 FMS 유지보수 13.08 ~

현대오토에버 • 파주/의왕센터 기반시설 유지보수 13.01 ~

• 최근 3년간주요유지보수수행실적현황

유지보수 수행 실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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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현황
2023 COMPANY INTRODUCTION

• 최근 3년간주요해외프로젝트수행실적현황

발주기관 사업명 사업기간

현대오토에버 • HCA(현대캐피탈아메리카)_VM인프라 refresh_블레이드 서버 23.03

현대오토에버 • HCA(현대캐피탈아메리카)_HP Synergy Blade시스템 도입 22.11

현대오토에버 • HCA(현대캐피탈아메리카)_FLO project 용_HP Blade Frame(샤시) + 서버 22.11

LGCNS • LG디스플레이 베트남_생산DR시스템 21.12 ~ 22.01

LGCNS • LG디스플레이 베트남_하반기 Max 물동대응 21.11

LGCNS • LG디스플레이 베트남_D5, HN 물류자동화 및 MAX물동 대응 21.05 ~ 21.06

LGCNS • LG디스플레이 베트남_D5 EAS, DFS Capa-Up 21.05 ~ 21.06

LGCNS • LG디스플레이 베트남_H2동 SmartWatch MES구축 21.05 ~ 21.06

LGCNS • LG디스플레이 베트남_모듈 MCS 구축(인프라) 21.02

해외 프로젝트 수행 실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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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COMPANY INTRODUCTION

• 삼성SDS 독일 글로벌 악성코드 대응체계 구축 건

• 현대모비스 유럽연구소 보안포털시스템

• 삼성리서치 영국, 러시아 AI DL GPU 시스템 Migration

• 현대다이모스 멕시코 몬테레이법인 메카리안용 서버 증설

• 현대케피코 멕시코 MES 인프라 공급

• 현대모비스 미국(MNA) 인프라 개선

• LG디스플레이 베트남 HM, DFS 구축

•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 rx2800장비 설치

• LG이노텍 베트남 품질분석 확산 건

•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 V3 MIS Security 수요예측 건

• 삼성SDI 베트남 WEBWAS server Replace

• 현대모비스 슬로바키아 글로벌 악성코드 대응체계 구축

• 삼성전자 3UK CGW용도 HW 추가 공급 건

• 코이카(국제협력단) 우즈벡 표준청 지원 건

• 삼성SDS 서남아 델리IDC 보안시스템 구축

• 현대모비스 인도연구소 보안포털시스템

• 삼성SDI 천진 Polymer M-Line Infra migration

• 삼성전기 천진 신공장 IT인프라 구축 건

• 현대자동차_글로벌 악성코드 대응체계 구축 건(체코)

• 케냐 조세청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 삼성SDI 헝가리 OLAP system implementation

• 삼성SDI 헝가리 5.6 line Infra extension

• 볼리비아 KOICA 시험 기자재 납품

• 르완다 RDB 정보보안 1차 사업

• 라오스 조세청 전산실 구축

• 삼성전자 인도 SIEL-P(N) 서버룸 프로젝트

• 삼성SDS 인도 노이다 2차 네트워크 구축 건

해외 프로젝트 수행 실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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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COMPANY INTRODUCTION

국가 : 미국

고객 : 삼성, 현대

장비 : x86  

국가 : 멕시코

고객 : 현대

장비 : x86  

국가 : 볼리비아

고객 : 공공기관

장비 : IDC&관제 구축

국가 : 알제리

고객 : 삼성

장비 : x86

국가 : 이집트

고객 : 삼성

장비 : N/W구축

국가 : 독일

고객 : 삼성, 현대

장비 : x86

국가 : 헝가리

고객 : 삼성

장비 : x86

국가 : 영국

고객 : 삼성

장비 : x86, GPU

국가 : 체코,슬로바키아

고객 : 현대, 기아

장비 : x86

국가 : 러시아

고객 : 삼성

장비 : x86, GPU

국가 : 중국

고객 : 삼성

장비 : x86, Storage

국가 : 우즈베키스탄

고객 : 공공기관

장비 : IDC&관제 구축

국가 :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고객 : 공공기관

장비 : x86, IDC&관제 구축

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고객 : 삼성

장비 : x86

국가 : 오만

고객 : 연구소

장비 : IDC&관제, LAB 구축

국가 : 인도

고객 : 삼성, 현대

장비 : x86, IDC&관제 구축

국가 : 방글라데시

고객 : Koika

장비 : x86, IDC&관제 구축

국가 : 말레이시아

고객 : 삼성

장비 : x86, Storage

국가 : 베트남

고객 : 삼성, LG, 레이븐

장비 : x86, IDC&관제 구축

해외 프로젝트 수행 실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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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T Solutions
ICT Solutions 개요 2023 COMPANY INTRODUCTION

• HPC/AI 시스템에 대한 개념 및

실시 설계 수행 경험을 활용하여

고객에 적합한 최적의 시스템

컨설팅 및 구축

• 운영효율화를 위한 통합모니터링

• 가상화를 통해 중앙 집중 운영 및

관리를 단순화하고 보안 강화

• 규모 및 유형에 관계없는 최고의

가상화 환경 제공

• 가상화 전문 엔지니어 보유

• HCI솔루션 (Nutanix & Simplivity)

• 연중 지원체제 운영(24x7x365) 

• 전국 상주 지원체제 운영

• 지역별 파트룸 파트 재고 운영

• H/W 구성 변경 및 최적화 지원

• 장애 트랜드 분석 및 리포트 지원

• Server, Storage, Network, UNIX 등

• PC, Workstation, Notebook, Monitor, Printer 등

• IT Infra • HPC / AI

• 통합유지보수• 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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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COMPANY INTRODUCTIONHPE Greenlake

• 고객 요청 H/W 선택 -> 전체의 일부 사용량 약정 (기본 월과금) -> 설치 -> 사용 -> 사용량 월과금

• 기본 약정 용량 전체의 70%, 남은 용량은 버퍼용량으로 필요시 변경 가능 (100% 약정시 리스와 동일)

• 장비소유권은 HPE, 약정 종료 시 반납 or 재사용 or 신규장비 갱신 or 소유권 이전

• Greenlake의구조

HPE Greenlake는 장비리스와 같이 고객사 전산실에 설치하고

Public Cloud 와 같은 형태로필요한만큼사용하여 지불하는 구조

Public
Cloud

Private
Cloud

HPE
GreenLake

• Greenlake의구조

• 과도한 초기 투자 방지 (월과금 방식)

- 초기에 절감한 비용을 타 사업 or 신규 사업 재투자하여성장

• 미터링 툴을 통한 사용량 확인

- 급격한 사용량 증가에 대해 버퍼 대비

- 사용량을 토대로 이후 투자에 대해 미리 계획 가능

• Reference

HP 프린팅코리아

1. ICT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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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T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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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T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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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COMPANY INTRODUCTION데모센터운영현황 (서울, 수원 소재)

1. ICT Solutions

• 아이커머서울사무실

- Server, Network(L2, L3), UPS 등

전산실 관련 전반적인 다양한 제품 재고 보유 및 주요 파트 배치

- Demo Room을 통한 PoC 환경 제공 및 Test 지원

- 세미나, 교육, 장애상황 시연 등 진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환경 제공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003호)

• 아이커머수원사무실

- Server, Storage, Network(L2, L3) 등

HPC, AI, GPU 등 다양한 제품 재고 보유 및 주요 파트 배치

- Demo Room을 통한 PoC 환경 제공 및 Test 지원

- 세미나, 교육, 장애상황 시연 등 진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환경 제공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37 에이스하이엔드타워 616호, 617호)

• SEOUL OFFICE • SUWO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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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T Solutions

다양한 워크로드 및 어플리케이션 전반에 걸쳐
데이터센터 효율성을 제공하는 다목적 컴퓨팅 용도

ProLiant DL Gen10 Plus SimpliVity 380 Gen10 HPE EDGELINE

ProLiant ML / MicroServer Apollo Gen10 Plus Synergy Gen10 Plus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스위치, 하이퍼바이저, 데이터 보호, 
데이터 효율성, 글로벌 관리, 표준 x86 빌딩 블록 등의 엔터프
라이즈 기능을 통합한 하이퍼컨버지드 시스템

엣지와 클라우드가 연결된 환경의 일부로서 견고한 단일
엣지 시 스템에서 운영 기술과 엔터프라이즈 IT를 융합하
는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

소기업용, 일반적인 사무용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에 이르는 다양한 작업 용도 고성능 컴퓨팅(HPC)과 빅데이터 분석 용도

구성 가능 인프라를 위해 설계된 세계 최초의
플랫폼으로 새로운 하이브리드 IT의 엔진

하이퍼컨버지드 시스템 컨버지드 엣지 시스템

타워서버 고성능 컴퓨터 컴포저블 시스템

렉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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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T Solutions

HPE MSA Storage Array HPE Nimble Storage HPE Alletra

최대 200,000+ IOPS 성능을 구현하는

전세계 50만 레퍼런스를 보유한

합리적인 가격의 No.1 엔트리 스토리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InfoSight의 예측분석으로

가용성이 높은 업계 최고의

예측 분석형 플래시 스토리지

온프레미스 스토리지의 성능 및 안정성과 Cloud 환경

의 편의성과 민첩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스토리지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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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T Solutions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한 워크로드에 적합한 전문가용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

HP Workstation HP Mobile Workstation HP Desktop PC

HP Mobile PC HP Thin Client HP Mobile Thin Client

이동 중에도 최고의 성능을 필요로 하는 기술 및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를 위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복잡한 프로그램 처리, 렌더링, 까다로운 그래픽 콘텐츠 처
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급 사용자에게 필요한
우수한 성능을 갖춘 비즈니스 PC

생산성과 보안을 높여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간편하게 관리 할 수 있는 얇고 가벼운 디자인의 HP 노트북

데스크탑 가상화와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 된
직관적인 씬 클라이언트

가벼운 무게로 휴대가 용이하며 클라우드 기반 작업자의 보안
과 모빌리티를 지원하는 모바일 씬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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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biGuard Solutions

목표

도입

배경 전기
(UPS 분전반)

공조
(항온항습기)

환경
(온/습도,누수)

장애관리
(보고서, 통계)

시스템연계
(BMS, BEMS)

직관적
실사화면

자산관리

배터리화재등으로인한시설및환경감시시스템중요성부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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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biGuard Solutions

보고서

• UPS, 항온항습기, 분전반 등 설비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임계치에 따른 경보
발생 및 제어

• 온/습도, 화재 등 환경변화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 설비에 대한 모델명 및 IP, Port 정보 등 설비에 대한 관리
• 운용에 편리한 다단계 Tree, Map, 장애창 지원

• DVR 및 영상서버와의 연동을 통한 실시간 영상관리
• 출입보안시스템(정맥인식, RF카드) 과의 연동을 통한 보안

• 각 설비 및 센서에 대한 감시여부, 
통보조건, 임계치 설정

• 관리자에 따른 권한 및 설비 할당

• 장애에 따른 사운드, 문자메시지, 메시지 창, 
아이콘 변화, SMS 에 의한 실시간 경보 전송

• 다양한 장애등급

• 다양한 보고서
• Excel 저장 및 Print 출력
• 보고서를 통한 장애예측 및 장애패턴 분석

설정및

권한관리

영상보안

관리

구성관리

설비장애및

환경관리

장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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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biGuar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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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biGuard Solutions

그룹계층도

설비계층도

설비정보

설비모니터링

알람내역

Topology Map 메뉴구성 기능

Navigation창

설비별 그룹 계층도

연동된 설비 경보 창

3D 이미지 맵 창

설비 배너 창

연동 설비의 데이터통계 그래프 및 상태

각층별관제대상장비구성정보및이벤트발생정보를한화면에서관리

• 직관적인 Topology Map과 주요 센서 및 설비상태, 장애이력 관리 Operation 
Console은 Topology Map, Tree Map(설비, 지역, 그룹 등), 장애창, 설비 정보, 평균
온/습도 등을 한 화면에서 배치 운용

• Topology Map을 통해 관리 대상 장비 구성 및 장애 등 정보 한 화면에 표현

• 연동 설비에 대한 모든 성능 항목 실시간 데이터 수집

• 자체 서버 정보 (CPU, Memory, Disk 등) 모니터링

• 맵 상에 위치한 관리 대상 장비들은 선택 가능한 활성화된 개체로 구성

• 장애발생시 사운드(음성),팝업,배너,색상 등 다양한 통보 기능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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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biGuard Solutions

한국예탁결제원일산전산센터 (UbiGuard V5.0) 우리은행기반설비관제시스템 (UbiGuard V5.0)

국민연금공단 ICT 센터(UbiGuard V5.0) 한국도로공사 ITS 환경감시시스템 (UbiGuard V5.0)

지능형누수감지시스템설치 통합대시보드 & 계통도구현

고해상도통합대시보드구현
지능형랙온습도센서설치

본사/본부/지사별원격통합운영체제
센터간 FMS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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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DC Solutions

IDC(Internet Data Center) 구축전문

전원설비

공조설비

소방설비

인테리어

이중마루

영상,음향

보안설비

네트워크

- 발전기/UPS
- 분전반/트레이/간선

- 항온항습기
- 냉각탑/수배관

- 청정가스소화설비

- 벽체/천장/바닥/문
- 방수천장

- OA, 이중마루
- 면진/내진마루

- DID, CUBE
- LED 전광판

- CCTV
- 출입통제

- UTP, 광 통신
- 통합배선

업무부문

고객사의경쟁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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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DC Solutions

✓최소의비용으로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스템을구축

✓최상의시공방법과최적의 Spec 활용방안적용

✓완벽한출입통제및보안대책방안제시

✓각종장비의장애및오동작방지를위한최상의전산인프라제안

➢ 최고수준의글로벌그린데이터센터구축기반수립

• 그린 데이터센터를 위한 목표, 기본요건, 개념 설계안 수립

• 글로벌 탄소 규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설비 구축의 기반 마련

• 그린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한 운영비용절감 및 기업이미지 향상

➢ 사업수행과정에서발생될수있는리스크최소화

• 컨설팅 - 구축 - 이전 - 운영으로 이어지는 전 사업 과정의

•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설계안 도출

• 불필요한 예산 및 시간낭비 최소화

•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센터 구축 목표 수립

➢ IT서비스가용성향상을위한기반마련

• 국제 표준에 맞는 가용성 레벨을 기준으로 하는 인프라설비 구축안 도출

• 고객사 비즈니스 성장에 따른 기반설비 요구사항 수용

• 향후 IT 서비스 품질 향상의 기반수립

▪ GREEN DATACENTER

▪ 위험요소완화

▪ IT 서비스가용성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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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DC Solutions

디지털사이니지 (LED, LCD) 항온항습기 (CRAC) 이중마루 (Access Floor) 통합배선 (팬듀이트)

• 4K UHD 고해상도, 전원/ 통신 이중화 적용

• 선명하고 뚜렷한 이미지 연출

• 전산실, 전기실, 교환실 내 냉방 및 온 • 습도 제어

• 최적화된 시설 및 온 •습도 제안

• 높은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더불어 기류조절

시스템의 일부로서 적합한 개공률 확보 및 제안

• 현장 환경 및 고객의 관행에 따라 제안

• Slim UTP, CABLE 고집적화 (24AWG -> 28 AWG)

• 공간 최적화에 의한 전용캐비닛 랙 온도 관리 솔루션 제공

컨테인먼트 (SCACS) 방수천장 이전구축공사

• 냉방 효율향상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Cold Aisle/ Hot Aisle 구성

• 전산장비 장애 발생 빈도 저감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방수천정 - 표준형, 공조형, 설비형 등 사용목적으로 최적화된 구조 구현

• 천정 상부 누수로 인한 장비의 2차 손실 방지

• 다년간 IDC 이전 구축 사업 경험 및 노하우 보유

• 최적의 기반시설 구축 및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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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DC Solutions

▪ 컨테인먼트개요

• 냉방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 Cold Aisle/Hot Aisle Containment 구성

▪ 컨테인먼트목적

• 냉방 효율 증가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

• 전산장비 장애 발생 빈도 저감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전산실 습도 유지 효율성 증가

▪ 컨테인먼트기대효과

• 냉방 효율 개선

• 에너지 비용 절감

• 항온 항습기 및 전산장비 수명 연장

▪ 아이커머컨테인먼트특장점

• 투자비용 대비 높은 비용절감 효과

• 추후 재배치에 따른 유연성 확보

• 소방 연동으로 화재 시 안정성 확보

• 국내/외 다수의 레퍼런스 사이트 보유

▪ Cold Aisle Containment

▪ Hot Aisle Con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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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DC Solutions

SCACS(Smart Cold Aisle Containment Solution)란 데이터 센터 내부의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를 Containment로

완전히 분리하고 그 내부에 균등한 정압을 유지 및 일정한 공조공급을 제공하는 지능형 컨테이너 솔루션입니다.

Cooling 시스템의 Zone별 공조 최적화를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 뿐 아니라 IT 장비의 운영 편의성을 증대시킵니다.

▪ 에너지절감효과

• 항온항습기 소비전력 20% 에너지 절감

• 투자대비 회수율(ROI) 평균 3.5년

• 정부“그린데이터센터인증제”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경쟁력 확보(PUE 2.3 → 1.8)

▪ 기술적인효과

• Containment 내부에 균등한 정압이 유지되기 위한 온도와

풍량이 공급되어 전산장비에 최적화 운영환경 제공

• 항온항습기 가동회수가 줄어 수명연장 및 고객사 투자비

절감 IT장비 수명연장

▪ 운영적인효과

• 온/습도, 전력, 보안 시설에 대한 통합관리로 운영의 편의성 증대

• 지능형 통합관리를 통한 부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장애관리,

이력관리

• Facility 자원의 자산정보 및 운영패턴 분석을 통한 향후 설비수용

예측 및 교체주기 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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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DC Solutions

누수사고로 인한

정보자원 및

시설물의보호

▪ 감지기오작동

• 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스프링쿨러 동작에 따른 피해 예방

▪ 결로에의한누수사고

• 천장 내부의 결로에 따른 누수사고 피해 예방

▪ 분진차단

• 노출천장 마감으로 천장 높이 확보

▪ 팬코일/공조배관의동파및노후화

• 팬 코일 설비 및 공조배관의 동파 및 노후화로 인한 누수

피해 예방

▪ 상층부및천장내수배관의파손

• 상층부 및 천장 내부 수배관의 파손에 따른 피해 예방

▪ 상층부화재발생 2차피해예방

• 상층부 또는 건물 화재 발생 시 스프링쿨러 동작 및 소화활동

을 위한 소화액에 의한 피해 예방

⚫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고가의 장비 및 정보화 사회의 주요 자원인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 설비

⚫ 전산실 및 전기실, 의료장비실 등의천정상부누수로인한장비및장비의손상에따른정보자원의손실등 2차피해를예방하기 위한 공법

⚫ 6건의 특허, 1건의 실용신안, 4건의 디자인 등록, PCT(국제)등록, 미국/일본/중국 특허 등록, 인도/EU 특허 출원중인 제품과 공법

설비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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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공조형 설비형

• 주로 소규모 전산실에 적용

• 기존 건물 천장 형태와 유사하여 미관이 우수

• 기존 천장 형태로 마감

• 천장높이 조절이 용이(현장 환경 적용 최적)

• 가스소화설비 및 공조 설비 용량의 부담 감소

• 마이톤 설치로 흡음 기능 향상

• Slim-Type 조명 사용

• 천장 면 하부에 퍼지 앙카를 사용, 천장을 통한 여러

시설물(통신 트레이 등) 설치 가능

• 방수 천장 면 과 일반 천장 면 사이 공간을 공조의

RETURN 공간으로 사용

• 천장 RETURN GRILLE은 마이톤 크기로 제작

발열이 높은 지점에 가변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여

시공효율 우수

• 천장 높이가 여유가 있고 일반적인 마감 형태를 유지하

고자 할 때 적용

• 전산실/수변전실/UPS실/통신실 등에 주로 사용

• 상부 TRAY 설치 및 시설물 설치에 유리

• TRAY/덕트/배관 설치가 용이

• 방수천장 시스템 하부는 노출 천장 마감으로

천장 높이 확보

• 장비 설치 후 조명은 RACE WAY 방식 조명설치로

위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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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DC Solutions

01. 전문기업간협력을통한사업수행

02. 충분한사전조사및체계적현황파악

03. 센터기반분야시공능력및전문성

04. 네트워크구성방향의높은이해도

05. 중요업무에대한무중단이전경험

▪ 센터기반분야

• 다년간 IDC 기반 분야 경험 및 노하우 보유

• 컨설팅 및 실사를 통한 완벽한 현황 분석

• 발주 과정에서 사업범위에 누락된 항목에 대한 추가 시공

• 그린전산센터 구현을 위한 공조 효율성 극대화 방안

▪ 네트워크분야

• NW∙보안분야 사업자 및 제안사 계열조직과 협업

• 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합리적 구성 계획

• 사전분석을 통해 수립한 네트워크 시공 계획

• 일괄 이전 후 빠른 업무재개를 위한 개인 업무 환경 설정 지원

▪ 장비이전분야

• 다년간 SI경험과 다양한 이전 사업으로 검증된 방법론 적용

• 중요시스템의 보안 및 무중단 이전 구축

• 이전의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체계 수립

• 장비 이동 중 발생가능한 장애 방지를 위한 이전 실행 방안

핵심성공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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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성

▪ 화면구성

▪ 베젤

▪ Color Grayscale

▪ 수명

LED Walls: 주변 조명에 견딜 수 있기 때문에 LED 벽면은 조명이 좋은 방

이나 야외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LCD Walls: 주변 광이 이미지의 가시성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LED Walls: 자유로운 LED UNIT 구성 가능

LCD Walls: 한정적인 LCD 구성만 가능

LED Walls: 베젤이 없습니다.

LCD Walls: 베젤의 틈새는 일반적으로 1.8~3.5mm 입니다.

LED Walls: LED 보다 더욱 선명하여 미세한 세부사항을 나타낼 수 있는

높은 그레이스케일

LCD Walls: 베젤의 틈새는 일반적으로 1.8~3.5mm 입니다.

LED Walls: 100,000hrs

LCD Walls: 60,000hrs

4K

EASY

HDR

이중화

- UHD 고해상도

- 유니트 16:9 비율, 

고휘도 1,000cd/㎡

- 608x342 케이스

-빠른설치및 A/S

Premium Fine-pitch

Easy to install

- HDR 기능 내장

- 저조도 완전한 색상 구현

HDR 기능지원

-전원이중화

-통신이중화

이중화공급

▪ 기능및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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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DC Solutions

항온항습기주요특징

다양한기종의선택

고성능 Scroll

Compressor 사용

전자전극봉식

가습기사용

Micom방식의

자동제어

Digital식입력제어와

음축압력제어

다수의 수요처에 대비하여 다양한기종이 개발되어있어 적합한기종의 선택

이 편리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좋은 압축기 사용으로 고효율의 냉방능력과 저진동 압축회전

하여 정숙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가습운전으로 전력소모의 감소와 자동배수기능으로 가습기의

수명이 연장됩니다.

장비의 순차 및 비례제어 운전 등으로 정밀한 온습도 제어와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Option)

Digital Pressure Switch 사용으로 압력을 Digital 방식으로 제어하며,

응축기 Fan의 회전속도를 Inverter로 비례제어하여 일정한 응축압력을 유

지하게 합니다.

상향식항온항습기

하향식항온항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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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DC Solutions

Solid (Blind) Panel Grated Panel

• 고하중용 STEEL PANEL.STEEL CON PANEL (공명현상방지)가능

• SEISMIC PERFORMANCE TEST (진동대 실험에 의한 내진성능평가-공인기관)

• HOOK PVC Covering (마감테두리)-이탈방지 및 내구성 향상

• 현장마감높이에 따라 내진보강대 높낮이 자유자재 조절가능

• 적재하중과 지진하중에 따라 설계 대응 (설계기준만족)

• 정보통신시스템의 전도방지

• 내구성, 고강도, WHISKER 방지대책

• 내화재 충진으로 불연성 탁월함

• 정적하중과 구름하중이 뛰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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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DC Solutions

UTP 케이블고집적화 광케이블고집적화 운영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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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tents Business

콘텐츠 사업팀은 인터넷/온라인에서 양산되는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연결하여 가치를 만드는 B2C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하나의 킬러 콘텐츠가 시장을 주도하고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하듯이

콘텐츠 사업팀은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와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더 나아가 고객 가치에 부응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 BookPOD
일반적으로 작가라고 하면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렸고 실제로도 신춘문예 등에 입선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이 책을 출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소량 출판이 가능해지면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BookPOD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출판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고 싶은 작가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APP
기본적으로 일상 생활을 하면서 불편하거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필요한 아기 이름, 내 이름을 개명할 때, 운세나 궁합이 궁금할 때, 나만의 글을 쓰고 싶을 때 등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생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일상의 가치를 높여주고자 합니다.

당신의 삶에 가치를 더해주는 APP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요로운 일상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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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BOOKPOD

WHY BOOKPOD

북팟은IT전문회사인(주)아이커머에서출시한출판전문브랜드입니다.

POD(Publish On Demand, 주문형 출판)시스템을통해

초기비용과재고부담없이누구나작가가될수있는환경을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팟웹사이트에서쉽고빠르게도서를 등록하고,

‘표지·내지디자인’이나 ‘교정·교열’, ‘굿즈제작서비스’를 이용할수있습니다.

POD란?

고객이 원하는대로 편집 및 제작할 수 있는 맞춤 출판 서비스입니다. 원고 작성 단계부터

제본까지출판의모든과정을온라인으로진행하여출판비용을획기적으로줄일수있으며,  주문

이들어오는부수만큼만제작배송하여재고에대한부담이없습니다

도서정가최대 40%의
높은판매 인세

종이책과전자책
무료납본

대형온라인서점
유통대행

도서 디자인과
교정 · 교열 서비스

ISBN 무료 발급주문제작으로

부담없는재고관리

무료표지60종과
무료본문 템플릿

5단계의 간편한
출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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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내로진행하는쉽고빠른 ‘책만들기’

책 형태 선택 > 원고 등록 > 표지 디자인 선택 > 가격 확인 > ISBN 등록

완성된 원고만 있으면 15분 이내로 책 만들기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의도움이필요할땐 ‘작가마켓’

표지 디자인 / 내지 디자인 / 교정∙교열

내 책의 퀄리티를 높여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도서로만드는세상하나뿐인 ‘굿즈’

명함 / 엽서 / 노트 / 다이어리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니어도, 제작비를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내 도서로 세상 하나뿐인 굿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5단계의쉬운출판시스템

최대 40%의 높은 판매 인세

대형 온라인 서점 유통

ISBN 발급 및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진행

• 분야 및 판형 별 본문 템플릿 제공

• 퀄리티 높은 표지 디자인 제공

• 다양한 출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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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은 정통 성명학 이론을 적용하여 개명/작명을 도와주는

작명 전문 APP입니다.

최근 10년간 많이 출생 신고된 이름이 우선 추천되어

신생아 작명에 특화 되었습니다.

• 이름 추천, 셀프 작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음 스타일과 고전 스타일의 작명서를 제공합니다.

• 무료 이름 풀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목이 없는 빈 노트에 당신의 이야기를 글로 기록하세요.

당신의 순간의 기록이, 일상의 기록이, 상상의 기록이 제목이

없는 빈 노트에 옮겨지는 순간 당신만의 이야기가 기록된 하

나의 제목을 가진 노트가 완성됩니다.

• 모바일과 PC에서 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5가지의 글꼴, 표지 등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매일 바뀌는 하루 글감으로 글을 작성해 보세요.

• PDF와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이름드림은 정통 성명학 이론을 적용하여 개명/작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APP입니다.

최근 10년간 많이 개명 신고된 이름을 우선 추천하여

트렌드에 맞는 이름을 드리고 있습니다.

• 사주를 보완해주는 이름을 추천해 드립니다.

• 사주 정보를 수정하며 셀프 작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 이름 풀이를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

• 쉽게 풀이한 성명학 이론을 제공합니다.

케미에서 다양한 궁합을 확인해보세요.

케미에서는 성명학 이론을 바탕으로 연인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간의 궁합을 재미있고 쉽게 풀이해줍니다.

• 연인, 가족, 친구, 동료 궁합을 제공합니다.

• 어려운 사주 용어를 제외하여 읽기 쉽게 작성했습니다.

• 모든 해설은 전문가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 지음 아기 이름 작명 서비스 • 무제노트 글쓰기 노트 서비스

• 이름드림 개명/작명 작명 서비스 • 케미 궁합 맞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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