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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Symbol Mark & Logo Type 

도약하는 ㈜대짂정보기술의 영문 이니셜인 “D”의 형태를 도형으로  

조합하여 짂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발전하는 회사의 이미지를 상징화 하였음. 

깊이있는 미래기업 책임을 다하는 기업 

-  전문기술을 중시하는 기업 

-  선도기술을 중시하는 기업 

-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 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 

- 고객 만족에 대한 책임 

- 사회에 대한 책임 

기획 

관리 영업 

마케팅 기술 



2. 주요연혁 

   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등록(정보통신공사업) 

   SI(시스템 통합)사업자 신고 

   한국 HP 협력업체 계약 체결 

   Cisco Systems  AUTHORIZED  RESELLER 선정 

   Cisco Systems korea 호남지역 AWARD상 수상 

   Allot Communications 사의 트래픽 관리솔루션     

          협력업체 (㈜인터콘웨어) 계약 체결 

   사용전검사 기준 장비공급업체 (행정자치부) 

          ㈜비오더블테크놀러지 지역협력 업체 등록 

   Cisco Systems PREMIER RESELLER 등록 

   Netman 광주, 전남 총판 계약 체결 

   Allot(Qos)광주, 전남 AUTHORIZED  RESELLER 선정 

   한국 후지쯔 협력업체 체결 

   중소기업 직접생산 증명 취득(S/W, 시스템 관리 용역)         



고객제일주의 

Credit 

무한가치창조 

Creation 

Mission 

집약적인 조직 

3 C 

고객 &대진 

Strategy 

선 진 기 술 

Vision 

Consulting Realizing Clients Dream 

3. 경영이념 

대진은 3C원칙을 기본으로 국내, 외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최고의 기술로 고객의 꿈을 실현시켜 드립니다. 



3. 조직구성 
㈜대짂정보기술의 조직은 관리부, 기술부, 영업부, 등 3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기술 인력 10명을 보유하고 있다. 

관   리   부 영   업   부 

탄탄한 재무구조 

제휴채널의 다양성 

선짂사례연구 
경험 풍부 

이롞과 실무를 
겸비한 회사 

기   술   부 

    CEO 

임        원 

조 직 도 



4. 주요실적 
년 / 월 사    업    명 

2007.10 순천시청 IP Telephony 납품 구축  

2007.12 구례굮청 IP Telephony 납품 구축  

2008.5 구례굮 읍면사무소 IP Telephony 납품 및 구축 

2008.8 순천시청 읍면사무소 IP Telephony 납품 및 구축 

2008.11 강짂굮 백본 이중화 시스템 납품 및 구축 

2009.4 나주대학교 백본시스템 웍그룹시스템 납품 및 구축 

2009.4 신안굮 백본 이중화 시스템 납품 및 구축 

2009.6 구례굮 인터넷 교환기 UC솔루션 납품 및 설치 

2009.7 강짂.완도 굮청 IP 관리 시스템 납품 및 구축 

2009.10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SKT 콘소시엄 참여 

2009.11 구례굮  UC솔루션 납품 및 설치 

2010.1 신안굮 천일염 RFID  구축 계약 

2010.1 함평 천지 핚우 RFID 첨단 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2010.8 무안.강짂굮청 U-care 시스템 구축 SKT 콘소시엄 참여 

2011.5 신안굮 신청사 이전 시스템 구축 완료 

2012.10 2013순천만국제정웎박람회 네트웍 구축 완료 

2013.1 신안굮/여수광양항만청  CCTV 관제센터 구축 

(네트웍/보안 부문) 

2013.2 강짂굮/신안굮/해남굮/완도굮/구례굮/담양굮/순천시청  

네트워크 유지보수 계약 체결 

2013.3 목포해양대학교 유지보수 유지보수 계약 체결 

2013.3 핚국광기술웎 네트워크 유지보수 계약 제결 

2013.8 신안굮/해남굮 C그룹 사업 구축 완료 

2013.9 전남대학교 빛고을관절센터/여수시청 IP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2013.9 국립목포병웎 NAC(네트워크접근제어)구축 완료 



4. 주요 사업 영역 

각 종 Server 공급 및 구축 
: FUJITSU, IBM, HP 

네트워크 장비 공급 및 구축 
: CISCO 

IP 관리 솔루션/NAC 
: Netman IP Plus, Smart NAC 

통합배선 케이블링 설계 및 시공 
 
Network 종합 Consulting, Design 
 
통합전산망 및 정보통신장비 유지 보수 
 
영상홍보 시스템 구축 

Qos장비 도입 
: Allot 

      
       
        

영상홍보 시스템 공급 및 구축 

/
http://www.nms4you.co.kr/main.htm
http://www.nms4you.co.kr/main.htm


5. Reference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연양로 105번길 26(양산동 1031) 
Tel.  062-266-8805(代)  Fax.  062-266-8807 
URL : http://www.daejinit.co.kr 

㈜대진정보기술 
DaeJin Information Techn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