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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정보기술

회사개요

깊이있는 미래기업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전문기술을 중시하는 기업

 선도기술을 중시하는 기업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전문기술을 중시하는 기업

 선도기술을 중시하는 기업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회 사 명 주식회사 대진정보기술

대 표 이 사 서금석

창 립 일 1997년 10월 23일

자 본 금 1억 6천

사 업 영 역 네트워크 장비 공급 및 구축/
각종 서버공급 및 구축/
영상홍보시스템 공급 및 구축/
통합전산망 및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연양로 105번길 26(양산동 1031)

SYMBOL LOGO & LOGO TYPE

도약하는 ㈜대진정보기술의 영문 이니셜인 “D”의 형태를

도형으로 도식화하여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발전하는

회사의 이미지를 상징화 하였음.

종 업 원 수 30명



조직도

㈜대진정보기술

㈜대진정보기술의 조직은
경영지원부, 기술영업부, 기술지원부 3팀과 기업부설연구소, 해외사업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기술 인력 15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EO 대표이사

경영지원부 기술영업부

서비스기획인사 · 총무

재무 · 회계 운영제안

신규사업

유통사업

기술지원부

기술지원2팀기술지원1팀

고객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시스템
유지관리

상주인력

시스템
유지관리

기업부설연구소

사물인터넷
시스템기획

무선 R&D

Wireless & 
Communication

Beacon R&D

㈜대진아리마루

만화 ·영상
컨텐츠사업

해외사업부



㈜대진정보기술

주요연혁

2013 01 Cisco Systems Certified Partner 등록 갱신

2012 01 중소기업 직접생산 증명 취득

2009 04 한국 후지쯔 Silver Partner 계약 체결

2005 07 한국 후지쯔 협력업체 체결

03 Allot(QoS) 광주, 전남 AUTHORIZED RESELLER 선정

03 Netman 광주, 전남 총판 계약 체결

01 Cisco Systems PREMIER RESELLER 등록

2003 09 협력업체 (㈜인터콘웨어) 계약 체결

09 Allot Communications 사의 트래픽 관리솔루션

2002 10 Cisco Systems Korea 호남지역 AWARD 상 수상

05 Cisco Systems AUTHORIZED RESELLER 선정

2001 02 한국 HP 협력업체 계약 체결

2000 09 협력업체 (㈜인터콘웨어) 계약 체결

09 Allot Communications 사의 트래픽 관리솔루션

2004 08 ㈜비오더블테크놀러지 지역 협력업체등록

08 사용전검사 기준 장비공급업체(행정자치부)

2014 12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사업분야

㈜대진정보기술

네트워크 장비 공급 및 구축

01 Advanced Technology Service

고객 비즈니스 환경에 맞도록 기획, 설계 단계부터

운영 및 최적화까지 기업의 네트워크 환경에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02 Assessment Service

예상치 못한 각종 장애 및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 엔지니어가

현장지원을 통하여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네트워크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03 Optimization Service

네트워크 디자인 리뷰 및 디자인 변경시 지원업무

운영중인 장비의 Software 권고 및 최적화 지원 업무

네트워크 성능 최적화 지원업무, 운영 기술전수교육

통합배선 케이블링 설계 및 시공

01 소규모 네트워크(LAN) 공사에서부터 대규모(WAN) 공사까지 완벽하게

설계 및 시공해 드립니다.



사업분야

㈜대진정보기술

접근제어 및 IP통합관리 솔루션

Smart NAC는 이동 및 접근이 용이한 무선랜 보안 환경과 별도의 접속 인증

체계가 없는 유선랜 보안 환경에서 Clientless 기반의 웹 인증 방식과

Client 기반의 유.무선랜 보안 인증방식을 지원하는 통합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입니다.

01 접근제어 솔루션

02 IP 통합관리 솔루션

IP-Plus는 TCP/IP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모든 네트워크 장비 및 PC의

IP Address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 하며, 정책에 의해 IP Address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부가적인 NMS, MRTG, Traffic Analyzer 등을

제공함으로써 강력한 네트워크 자원 관리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사업분야

통합보안솔루션

㈜대진정보기술

강화된보안기능을통해다양한사이버위협으로부터
정부기관의민감한정보와자산을보호하고지리적으
로분산된기관간데이터기밀성을통해안전한통신
환경및대량의데이터전송처리성능을제공합니다.

01 강화된 보안 기능 제공
• 사용자식별을통해인가되지않은사용자의네트워크사용을제어할수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별공유행위데이터정보를이용하여사용자별허가된애플리케이

션에대해보안정책을수립할수있습니다.
• 국가별 IP (Geo-IP)정보를이용한국가코드로보안정책을쉽고빠르게반영할수

있습니다.
• 멀티레이어탐지기술을통해 Malware, Trojans, Spyware, Adware 및잠재적인공격

의포괄적인탐지및차단을제공합니다.
• Flooding 공격에대한다양한임계치설정으로경고및차단까지단계적인적용을

제공합니다.
• Split DNS 기능지원으로동일 Domain에대한질의방향에따라차별응답을통해

DNS 보안운영환경을제공합니다.
• 내부정보유출방지기술을통해주요데이터유출피해를방지합니다.

02 다양한 분석 도구 및 중앙 집중형 관리 환경 제공
• 실시간 Dashboard 를통해직관적이고신속한보안대응환경을제공합니다.
• 다양한통계분석및보고서제공합니다.
• 중앙집중형모니터링환경을제공하여공통정책수립및다양한운영의편의성을

제공합니다.

03 구성 및 운영 안정성 제공

04 IPv6 지원
• IPv6 지원을통해공공기관의 IPv6 망전환에유연하게적용할수있으며, 서비스향

상, 보안강화, 네트워크관리강화, 성능향상의이점들을누릴수있도록지원합니
다.

• L4 Switch 없는 L3 환경에서의 Active-Active 구성을지원합니다.
• 다양한모듈인터페이스확장지원으로구성의편의성을제공합니다.
• 1Gbps 에서최고 160Gbps 까지처리성능을제공합니다.
• 장비고유식별번호와 Cluster ID를이용한간편한 HA 구성지원합니다.
• 상태변화에따른자동세션 / SA 동기화및다양한설정동기화기능제공을통해끊

김없는서비스운영을제공합니다.



사업분야

Traffic 제어 관리시스템(QoS)

품질의 향상
네트워크와 Application 서비스의 품질 향상

비용의 절감
네트워크 문제의 원인 분석과 문제 발생원인에 대한 사전 대응

네트워크 정책 수립
일/주/월/연별 사용경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측 가능

네트워크 진단과 운용
효율적인 Bandwidth 사용과 SLA의 보장을 통해 365일 무 장애 서비스 가능

전세계 QoS 장비중 가장 경쟁력이 있으며, 가장 많은 판매실적과 가장 강력한
기능과 성능이 입증된 제품입니다.

01 QoS의 개요 및 기능

㈜대진정보기술

전자팩스 솔루션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따른팩스문서의보안문제와에너지목표관리제의이행까지
모두해결가능한대한민국대표전자팩스솔루션입니다.

0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관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녹색기술인증제품(GT-10-00167)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을 위하여 수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도입하여 충분히

검증된 대한민국 대표 전자팩스 솔루션입니다.

02 팩스를 활용한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단축되고, 업무효율은 높아집니다.



사업분야

서버 공급 및 구축

01 다년간의 소프트웨어 응용기술 및 풍부한 서버 및 네트워크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서버 및 네트워크 응용기술을 보유한

(HP, IBM, 후지쯔)사의 Reseller 및 Partner사로써 고객사의 요구에 맞는

Server와 Application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 관제 센터 구축

01 생활방범 및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방범, 주정차 단속등 단위 업무별로 분산

운영중인 CCTV를 한 곳에서 조작.제어가 가능토록 공간적, 기능적인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어린이 보호구역 등 각

목적별로 사용하던 공공용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범죄등 각종 상

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02 각종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상홍보 시스템 공급 및 구축

01 Digital Signage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표현이

자연스럽고 자유로우며, 다른 미디어의 특징을 수용하기가 용이한

Multi-Layer 기반의 통합 솔루션입니다.

㈜대진정보기술



사업분야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01 개인정보는 수집에서 보관, 유통, 폐기에 이르는 개인정보 처리 생명 주기에

걸쳐 일관성 있는 보안의 적용과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보안관리가 필요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솔루션은 파일, 출력물, 메일, 웹, DB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는 개인정보 처리 전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통합 보안관리를 제공합니

다.

유무선인증 시스템

01 무선랜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수용한과 동시에 Wire & Wireless 

사용자 인증을 통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며, 내부 업무 및 네트워크

시스템에 보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H/W 기반의 유.무선 통합 인증 제품

입니다.

RFID 구축사업

01

㈜대진정보기술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픔질의 농, 축산물의 정보를 RFID(전자태그)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각 지역의 농, 축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 증대를 통해 지역민의 수익성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을 도와드립니다.



Business Partner

㈜대진정보기술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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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대진정보기술

광주광역시 북구 연양로 105번길 26 (양산동 103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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