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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IT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최고의 ICT Infra & Solution 기술역량으로

고객의 소중한 비즈니스의 가치를 강화시키는 Total ICT Service를 제공합니다.

ICT INFRA & SOLUTION
TECHNICAL CREATION LEADER

핵심
역량 강화

고객
중심

인재
경영

통찰력

정직 역량강화

▪ 회사명

▪ 대표이사

▪ 주요서비스

▪ 주요사업

▪ 설립일

▪ 직원수

▪ 주소

▪ 홈페이지

(주) 이너인포

이정균

시스템통합, SI, 솔루션, 유지보수,

서비스 운영, IT컨설팅

System, Storage, network, 보안, HPC,

LMS, SMS, Mobile

2009년 5월 20일

56 명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70-10

대륭포스트타워7차 1004호

http://www.innerinfo.net

Strategic Direction Core Value

기술 연구
및 혁신

현황

1 2

[ 개요 ]

http://www.innerinf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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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업부

보안 솔루션 제안

보안장비 유지 운영 서비스

보안 컨설팅

경영지원실기술 연구소

CEO

조직도

[ 역량 ]

Cloud 기반 기술

차세대 검색 엔진

신기술개발

IT 컨설팅

재무회계

경영지원

경영기획

서비스사업부

인프라 구축

ITO 서비스

유지, 운영 서비스

S/W 사업부

시스템 통합(SI)

시스템 유지보수(SM)

솔루션 개발

이너인포의 사업 영역(개발, 통합 구축,  유지보수 및 각종 솔루션 개발 등) 에 맞는 조직 체계를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업 및 협력 체계로 조직된 기술력 있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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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및 인원

[ 역량 ]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70억

77억

86억

97억 92억

40명

48명

52명

56명
54명

최고의 인적자원과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 동안 주축이 되어온 유지보수, 구축, 각종 솔루션 개발 등의
Total IT서비스를 제공하며, 완벽한 품질과 서비스로 각각의 분야에서 그 수행능력을 인정 받고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
습니다.

97억

20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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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현황

[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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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역량 ]

INNERINFO는 신기술 R&D 분야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미래 성장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통합 구축
솔루션

정보화 전략
4차 산업
비즈니스
플랫폼

▪ IT 부분 R&D 사업 기획 및 수행

▪ 전산자원 인프라 가상화 컨설팅 및 구축

▪ IT 트렌드 분석 및 세미나 발표

▪ 보유 기술 고도화

▪ R&D 사업참여 및 신규 과제 발굴

▪ Solution, Service 및 Business Model 발굴

R & D
기술연구소

Business Model

Solution

Servi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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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X365 무중단 IT 운영서비스제공

• 방법론기반의전문화된통합유지보수

서비스수행으로 IT 서비스품질향상

• 체계적인예방, 신속한 처리, 재발방지의이슈관리

• IT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축 및

통합

• H/W, S/W 자원 통합(SI) 및 개발을 통한 업무 효율의

극대화 할 수 있는 IT 구축 서비스 제공

• H/W, S/W 자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ITO 서비스

제공

• 고품질, 고효율, 신뢰성 높은 고객 맞춤형 솔루션

개발

•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을 추진

• 새로운 가치 창조와 신규 IT 핵심 기술 개발

• 최고의 IT 인프라 가상환경을 제공하는

하이퍼컨버지드 솔루션 – Nutanix

• 차세대 방화벽 및 위협방지 솔루션 - Check Point

• 세계최초의 Access 레벨 네트워크의

지능형 보안 스위치 – HanDreamnet

•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 및 생산되는 고도화된

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ADC  - Pumpkin Networks

INNERINFO는 차별화된 솔루션과 고객 맞춤서비스를 통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업분야 ]

전체 사업분야

통합 유지보수 개발 및 구축

신기술 개발 제품 및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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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보안 및 네트워크 등 다양한 IT 서비스 분야의 풍부한 구축 및 유지보수 경험과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 된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합 유지보수

구축 및 관리

IT 인프라 운영 및
유지보수

통합 정보시스템

효율화

서비스 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

통합 유지보수

[ 사업분야 ]

백업 및 복구 컨설팅

서버

IT 인프라

관계서비스 운영

데이터 이전/구축

보안

네트워크

Methodology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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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분야 ]

개발 및 구축

체계적인 분석/설계를 통해 고객의 니즈에 맞쳐 개발,관리,유지보수 등 IT 통합 관리 서비스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IT 시스템
및 솔루션 등을 유지하기 위해 ITO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ystem 
Maintenance

SW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어플리케이션 기

능 및 성능 최적화

System 
Integration

SCM/ERP/CRM

Business

Processes

Internal

Applications

컨설팅

비즈니스/솔루션

Methodology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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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분야 ]

신기술 개발

• 기존 보유 기술과 새롭게 등장하는 신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솔루션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클라우드 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클라우드기반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에 노력하고있습니다. 

보유기술 신기술 융합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AI)

솔루션

인공지능

(AI)
클라우드

문자
인식 음성

인식

빅데이터
Public
Private
Hybird

ML(Machine Learning)
DL(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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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reamnet 차세대 지능형 보안스위치 Piolink 엔터프라이즈급 L4/L7 스위치

Check Point 차세대 방화벽/위협방지 솔루션Lenovo & NUTANIX 하이퍼컨버지드 솔루션

• 모든 가상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

• 인프라를 단순화하여 구축과 관리 비용을 절감

• 서버 플랫폼 안정성을 향상시키도록 설계

• 뛰어난 관리자가 선택하는 SG보안스위치 시리즈

• SG2000 / SG2100 / SG2200 / SG2300 Series

세계 최초의

Access 

레벨 네트워크

IT 인프라의 복잡성 제

거

통합 보안 관리를 제공하여

차세대 위협에 대응

6년 연속 국내 ADC 시장 1위

고성능 부하분산

무중단 애플리케이션 전송

•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 (ADC)

• PAS-K1800 / PAS-K3200 / PAS-K3200X / PAS-K5200

• Global Enterprise Firewall 리더

• 세계 최초 고유 특허인 Stateful Inspection 기반의 Firewall-1

[ 사업분야 ]

제품/솔루션

INNERINFO는 국·내외의 우수한 성능의 네트워크,스토리지 및 보안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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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컨버지드 HX시리즈 어플라이언스는 서버, 스토리지 및 가상화를 하나의 가상 구조로 통합하여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평 확장 클러스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상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 되었으며, 인프라를 단순화하여 구축과 관리 비용을 절감하며 서버 플랫폼 안정성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효율성, 민첩성 및 확장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더 높은 ROI(Return on Investment)를 달성하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업분야 ] – 제품/솔루션

Nutanix

하이퍼컨버지드 솔루션

보안스위치와 함께 최적의 내부 보안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G보안스위치와의 연동만으로 사용자 제어, 네트워크 장비 운영, 사용자 트래픽 제어 등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한 IP 통합관리 솔루션입니다.

◆ 비즈니스 연속성

◆ 엔터프라이즈 기능

◆ 통합 어플라이언스

◆ SAN보다 더 높은 성능

◆ 미래지향적 데이터센터

◆ 일정한 성능 유지

◆ 비용절감

◆ No Boot Storm, Virus Storm

◆ 성능 저하없는 확장성 ◆ 스토리지 인프라 복잡성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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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olink

• 파이오링크는 네트워크 / 보안 전문기업입니다.

• 업계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가용성과 성능 보장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쉬운 네트워크 관리와 정보보호로 지능화 / 고도화 된 IT환

경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 주요 제품으로는 국내 시장 1위를 점유하는 애플리케이션 전송 컨트롤러(ADC), 웹방화벽, 클라우드 보안스위치가 있습니다.

◆ 다양한 부하분산

◆ GSLB

◆ 서비스 체감 품질 향상

◆ 보안기능 확인서 획득

◆ 고가용성 보장

◆ 녹색기술제품

◆ 서비스 확장 및 관리

◆ CC인증 획득

PAS-K

[ 사업분야 ] – 제품/솔루션

Piolink PAS-K는 서버로 몰리는 트래픽 과부화를 해결하고, 서비스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애플리케이션 전송 컨트롤러(ADC) 입니다.

높은 가용성, 성능, 확장성으로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 최적입니다. PAS-K는

수년째 ADC 시장점유율 1위, 공공 조달 판매 1위를 차지하는 국내 대표 AD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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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reamnet

• Innerinfo는 한드림넷 솔루션에 대한 전문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한드림넷 솔루션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네트워크를 보다 쉽게 제공합니다.

• 독자 개발한 Multi Dimension Securty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의 보안 스위치를 개발하였습니다.

• 네트워크 스위치 보안 분야 특화 기술을 보유하였습니다. 

• NSM 기술은 보안과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를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나로 통합하여 네트워크 운용을 쉽고 편리하게 합니다.

SG5026GX 차세대
통합보안 스위치

네트워크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VNM

IP 통합관리 솔루션
VIPM

SG백본 스위치

SG보안스위치

SG4044XQ 
서버 스위치

대한민국 대표

네트워크 통신 장비

네트워크 스위치

보안 분야 특화 기술 보유

[ 사업분야 ] – 제품/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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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 고유 특허인 Stateful Inspection 기반의 Firewall-1을 출시하였습니다.

• 전세계 Global Enterprise Firewall 시장의 리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분야 ] – 제품/솔루션

Check Point

체크포인트 차세대 방화벽은 기존 Statefull Inspection을 기반으로 하고,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방어(IPS)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및 유해 어플리케이션 식별

(Application Control), 내부 사용자에 대한 ID 식별(Identity Awareness)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세대방화벽

◆ 다계층 보안

◆ 차세대 위협방지

◆ 다양한 보안 솔루션

◆ 내부 네트워크 보호

◆ 지능형지속공격

◆ 다양한 관리 솔루션



page17

2009
~ 2014

2015
~ 2016

2017 
~ 2018

2009
• 5월 - (주)이너인포 설립

2012
•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ISO(환경경영시스템) 인증

2013
• 8월 본사 이전(구로디지털 단지)

•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

• HPC(InnerGrid) 프로그램 등록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4
• 정보통신공사 사업 등록

• 직접생산증명서 취득

2015
• 추계자원공학연합학술대회

HPC 전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

BIZ) 인증 획득

• SMS Tool(InnerGrid) 개발

•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갱신

2016
• Check Point 파트너 계약

• 한드림넷 기술교육 업무 협약

및

기술교육센터 개소

• 펌프킨 총판 업무 개시

• 한드림넷 TS 파트너 인증

2019
• 한드림넷 Platinum 파트너 갱신
• 엑스게이트 파트너 계약
• 모니터랩 파트너 등록
• 어레이네트웍스 파트너 등록

2020
• 경희사이버대학교 LMS

(학습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 서울문화재단 정보시스템

운영 및 Nutanix 구축 사업

• 코오롱그룹 SSL VPN 구축

• 랍코리아 재택근무시스템 구축

• 롯데그룹 데이터센터

인터넷보안 시스템 유지보수

[ 연혁 및 실적 ]

주요 연혁

2019 
~ 현재

2017
• (Check Point’s Certified 

Collaborative Support 

Provider)

• 넥스지 파트너 계약

• 한드림넷 TS 파트너 갱신

• 펌프킨 총판 업무 갱신

2018
• ISO9001:2015 인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

BIZ)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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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재외공관 회계행정시스템 구축사업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통합센터 운영 환경 보강(HW 통합)

• 투썬디지털아이디어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

• 하나금융티아이 전자문서센터 인프라 공동 코어망 구축 사업

• 서울시설공단 공단 청사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사업

• 하나금융티아이 전자문서센터 중계시스템망 구축 사업

• 동양미래대학교 원격수업 콘텐츠 저장 및 전송시스템 구축 사업

• 기상청 항공기상청 항공기상청 관측 및 정보시스템 이전 전환 사업

• 후이즈 IDC 백본스위치 교체 사업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쿨라우드센터 구축 대비 정보보안 인프라 도입(3차) 
사업

• SM하이플러스 거래분석 정산통계 DB 고도화 시스템 구축 사업

• KIS채권평가 차세대 구축 사업

• 폴리미래 HSE Integrated IT mgmt. system 유지보수

• 폴리미래 인트라넷&출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폴리미래 협력업체 평가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유지보수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네트워크 공사 및 문서중앙화 구축 사업

• 폴리미래 IT인프라 운영 유지관리 사업

• 하나금융티아이 전자문서센터 네트워크 유지보수 사업

• 롯데그룹 데이터센터 인터넷보안 시스템 유지보수

• 서울문화재단 노후 웹방화벽 교체 사업

• 해외건설협회 웹방화벽 장비 업그레이드 사업

• 서울시설공단 2021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 경희사이버대학교 LMS(학습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 코오롱그룹 SSL VPN 구축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보안인프라 고도화 사업

• 랍코리아 재택근무시스템 구축

• 롯데그룹 데이터센터 인터넷보안 시스템 유지보수

• 종근당 차세대방화벽 유지보수

• 경보제약 APT보안 및 랜섬웨어 방지시스템 유지보수

• 대원제약 차세대방화벽 유지보수

• 동양미래대학교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백본장비 교체 및 통신패치 확충 사업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차세대 정보통신망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2차 구축 사업

• 서울문화재단 정보시스템 운영 및 Nutanix 구축 사업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보화 장비 통합유지보수 및 Nutanix 구축 사업

•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 에스엠하이플러스 전산센터 운영 통합유지보수 사업

• 20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유지관리 사업

• 20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 항공기상청 항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 항공안전기술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 연혁 및 실적 ]

주요 실적

20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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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GS홈쇼핑 인프라유지보수-EMC스토리지

• 2019년 KBS미디어 네트워크 스위치 유지보수

• 2019년 서울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 2019년 수원스마트시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2019년 수원박물관 정보시스템(H/W,상용S/W) 유지관리

• 항공기상청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용역사업(18~20년)

• 2019년 한국문화재재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 2019년 SBS M&C 전산장비 및 S/W 통합 유지보수

• 2019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2019년 출입국외국인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사업

• 19~20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 2019년 지역정보통합센터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 코오롱생명과학 체크포인트 방화벽 유지보수

• 영등포구청 2019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2019년 출입국외국인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

• 한양사이버대학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NXG방화벽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정보화 통합 유지보수

• 인천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LMS) 하드웨어 유지보수

• 2019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HSEM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 소니코리아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 DBpia 학회 홈페이지 논문 연동 서비스 리뉴얼

• 2018년 박물관 정보시스템(H/W 및 상용S/W) 유지관리 용역

• 2018년 스마트시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항공기상청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용역사업(18~20년)

• 2018년 지역정보통합센터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사업

• 포스코대우 영업포탈 구축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 2018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

•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 2018년 롯데센터 네트워크 유지보수

• 폴리미래 주식회사 홈페이지 연간 S/W 유지보수

• 하이플러스카드 전산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

• 2018년 대전통합전산센터 보안통신인프라 유지보수

• 폴리미래 HSE(Health, Safety, Environment) Mgmt System 구축

• 한국표준협회 통합 유지보수 업무

• 경희사이버대학교 기타 H/W 및 S/W 유지보수 용역

• 항공기상 통합DB 스토리지 교체사업

• 폴리미래 인트라넷&현장출입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 한국문화재재단 프로젝트 통합관리 운영

• 수원박물관 홈페이지 클라우드시스템 구축

• DBpia 웹서비스 고도화 리뉴얼 프로젝트 사업

• 평생교육통계조사 시스템 전산장비 교체 사업(2차) 용역

• 해양경비안전본부 17~1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연혁 및 실적 ]

주요 실적

20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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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7년 자치단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 범정부전산센터 2017년 대전범정부 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 2017년 U-City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통합센터 정보자원 통합 유지보수 사업

• 항공기상청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용역(2017년)사업

• 서울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사업

• 항공기상청 항공기상정보시스템 IT 서비스관리(ITSM)체계 구축 사업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2017년)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통합센터 정보자원통합 유지보수 사업

• 성동구청,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해양경비안전본부 17~18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사업

•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 하나금융티아이 2017년 전자문서센터 유지보수

• 태강대부 전산시스템, ㈜ KT파워텔, 푸마코리아, 폴리미래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경보제약 차세대방화벽 이중화 구축 사업

• 수원 도시안전 통합센터 2016년 U-City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통합 유지보수 용역 사업

• 큐브잉글리쉬 개발 프로젝트 사업(SI)

• 2016년 인천광역시청 유지보수 사업

• 2016년 푸마코리아 통합 유지보수 사업

• 16년 축산물품질평가원 유지보수 사업

• 16년 성동구청 유지보수 사업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6년 정보통신실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국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 케이티파워텔 통합전산 유지보수 사업 네트워크 부분

• 경희사이버대학교 기타 H/W  및 S/W 유지보수 용역 사업

• 2016년도 항공기상청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 부천시청 지방세 특화정보시스템 WEB 서버 구입 사업

• KT 전사 보안장비 유지보수 사업

• 큐브잉글리쉬 개발 프로젝트

• 한국표준협회 통합 유자보수 서비스 공동사업

• 2016년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6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재해

복구시스템DR 유지관리

[ 연혁 및 실적 ]

주요 실적

2017 2016



page21

[ 협력 및 동반 ]

협력

최고의 글로벌 파트너가 ㈜이너인포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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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및 동반 ]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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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및 동반 ]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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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이메일

▪ 주소

오시는 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출구 800m 이내

02-6942-9404

02-6942-9407

http://www.innerinfo.net

innerinfo@ innerinfo.net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70-10 

대륭포스트타워7차 1004호

CONTACT U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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