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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회사소개
지난 20여 년간 충청지역에서 IT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디지컴㈜는 다양한 SI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경험을 통해 축척해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EVA(Economic Value Added)경영을 추구해왔으며, 지역경제 발전의 선두 주자로써 튼튼
하고 믿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기술력과 확실한 솔루션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보화 관련 사업을 수행해오면서 네트워크, 하드웨어, 응용시스템의 유기적 통합으로
정보기술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체제를 구축하고, 최선의 서비스
를 제공하여 "지역 정보기술 혁신사업의 주체로서 대한민국 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앞장서
고 고객과 사원이 만족하는 회사가 되는 것"을 기업 최고의 목표로 삼아 추구하여 왔습니
다. 이를 위해 시스템 통합구축을 위한 자체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비즈니스 컨
설팅과 IT솔루션 컨설팅을 위한 능력배양에 힘써왔으며 Microsoft, IBM, HP, CISCO,
ORACLE, KT, 삼성SDS, 오토데스크코리아 등의 대기업은 물론 정보처리 및 정보서비스기
술과 관련하여 각 분야의 최고 기업들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Company Overview

Company Overview

CHAPTER1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CCTV 통합 유지보수
-관제센터 구축 및 유지 보수

-현장 CCTV 구축 및 유지 보수
기반시설
위탁운영

-전산센터 구축 및 관리 컨설팅

- 전산기계실 통합 운영관리

-종합센터 구축 및 유지보수

- IT 자원 경영 방법론 적용

솔루션

네트워크 유지 보수

-전산 운영관리 자동화 시스템
-시스템 성능진단 및 분석 툴 제공
-백업/재해복구 툴 제공

-

Cisco, Nortel, Extreme, Foundry

-

유지보수 및 기술 지원

재난 복구 시스템
- DATA BACKUP, 복구
-온라인 D/B BACK UP
-유사시 재난 복구 전략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

SUN, HP ,IBM, COMPAQ

-

유지보수 및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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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회사명

삼성디지컴㈜

대표이사

조풍래

연락처

전화 : 041-544-1400

설립년도

1998년 8월

주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301-21(모종동) SD 빌딩 3층(본사)

소

FAX : 041-532-087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산나박실길 182-32(충청지사)
사업분야

•

시스템 통합 사업

•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네트워크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

•

정보통신 공사 관련 서비스 사업

•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사업

•

CCTV 구축 및 통합센터 유지보수 & 서비스 사업

•

네트워크 구축 및 보안솔루션 구축 사업

•

방송설비 및 영상기자재 구축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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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

•

삼성디지컴 주식회사 법인 설립.

2012년

•

영상감시장치 직접 생산 확인 등록 ( 공장 등록 )

2013년

•

HP 공식 Partner 등록

2014년

•

감시카메라 비상호출 시스템 특허 등록

2015년

•

SD빌딩(현 사업장) 사옥 이전

2016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2017년

•

벤처기업 인증.

소프트웨어 사업자 (SI) 등록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전산업 협동조합 회원사 가입

•

CISCO 공식 Partner 등록

•

IBM 공식 Partner 등록

•

Oracle 공식 Partner 등록

•

국제 ISO 9001:2008 인증.

•

기업 부설 연구소 (SI) 설립

•

Microsoft 공식 Partner 등록

CHAPTER2 보유 면허 및 자격사항

정보통신사업등록증

보유면허 및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 개발(직접생산확
인)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폐쇄회로(직접생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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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및 기타 인증 현황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INNO-BIZ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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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디자인 등록 현황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NO.2
디자인등록증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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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국문)

ISO 인증현황

품질경영시스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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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ield

네트워크 구축

• Cisco Partner, HP Partner

01

• 네트워크 보유기술
- Router, Switch 설치

- VPN, VoIP Network 구축
- IP Telephony 구축

02

- Firewall 구축
- Wireless Network 구축
- Network 유지보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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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ield

시스템 구축
• Server

01

- IBM Partner, Microsoft Partner, HP Partner
- 서버 보유 기술
- Unix, Linux, Solaris, AIX, Windows
- IBM, HP, Oracle 서버 구축

02

- Mail, FTP, Homepage, AD, Exchange, ERP 서버 구축
- 서버 유지보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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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ield

CCTV 구축
CCTV 영상 감시시스템 구축
•

Truen Partner, 삼성테크윈 Partner, 공장등록 및 직접생산 확인

•

영상 감시시스템 구축 기술

01

- 사내 영상감시시스템 구축
- 도로 방범용 CCTV 구축

02

- 차량 번호인식 CCTV 구축

-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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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ield

방송설치 및 영상기자재

방송설비 및 영상기자재 구축
•

전관방송(업체, 공장, 학교, 관공서 기타 등등)

•

강당(대강당, 소강당, 체육관)

•

시청각실 및 특별실

•

소규모 강의실 및 교실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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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ield

네트워크 시설공사

네트워크 시설공사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 각종 시험장비 및 시공장비 보유

•

하도급계약을 통한 시공이 아닌 직접 시공

01

- 사내 UPT Cable 포설 공사

- 광케이블 포설 공사

02

- 공장생산라인 케이블 포설 공사
- 옥외 케이블 포설 공사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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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ield

DATABASE
DBMS
•

Oracle Partner Network

•

데이터베이스 보유 기술

01

- My-SQL , MS-SQL , Oracle
- 성능 진단 및 보안 관리
- Backup Schedule 수립/유지

02

- DataBase Recovery

- 기술지원 / 유지보수

03

Busines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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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Network
A

B

•

아산정수장 환경감시 CCTV 구축

•

천안, 아산 도로 방범 CCTV 구축

•

아산시 암호화 통신장비 교체 구축

•

롤펙 스마트팩토리 네트워크 구축

•

아산 관내, 초,중,고교 방범 CCTV 구축

•

아산시 네트워크 통합 유지관리

•

아산 번호인식 CCTV 구축

•

ASMK 본사 네트워크 구축

•

아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구축

•

한국컴퓨터 베트남공장 네트워크 구축

•

천안,아산 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

한국컴퓨터 본사 무선환경 구축

•

•

비츠로셀 폐쇄망 구축

•

우익반도체 방범용 CCTV 구축

•

퍼스트빌리지 네트워크 구축

•

정관디스플레이

•

SFA반도체 네트워크 구축

•

충남 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 CCTV 구축

•

SFA그룹 네트워크 유지관리

•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천안사업장 CCTV 구축

•

패커드코리아 네트워크 유지관리

•

세종삼성전기 CCTV 구축

•

포트로닉스천안 네트워크 유지관리

•

중앙 아이엔티 CCTV 구축

•

온셀텍 네트워크 유지관리

•

아산시 U-서비스 생활 방범 및 차량 방범 시스템 유지보수

•

진천군 주민안전 및 어린이 보호 CCTV 구축

STS반도체통신(주) 환경감시 CCTV 구축

CCTV 구축

Busines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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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방송설비 및 영상기자재
A

B

•

아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

아산시 버스정보시스템(BIS) 노후시스템 교체 및 보안성강화 구축

•

아산시 초, 중, 고 강당 및 교과교실 빔 프로젝터 및 전동스크린 구축

•

아산시 초, 중, 고 강당 전동 엘리베이션 구축

•

아사아블로이엔트런스시스템 백업환경 구축

•

아산시 신화초 전광방송 보수공사 및 방송설비 구축

•

아산시 버스정보시스템(BIS) 및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유지관리

•

경찰교육원 안병하 홀 에레이스피커 설치 음향 튜닝

•

아산시 스마트시티 운영장비(센터 및 현장시설물) 통합유지관리

•

경찰교육원 체육관 스피커 설치 및 전체 강의실 음향 튜닝

•

아산시 공간정보시스템 및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시스템 유지관리

•

한국 농어촌공사 시청각실 방송설비 및 영상기자재 구축

•

아산시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용호원마을 마당)

•

아산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아산시청 대강당 빔 프로젝터 구축

•

천안아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한국폴리텍대학 강의실 빔 프로젝터 및 전동스크린 구축

•

아산시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유지관리

•

•

아산시립도서관 서버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

원예농협 본점 방송설비 구축
•

부여군 지적업무 관련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우익반도체 서버 유지관리

•

온셀텍 서버 유지관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