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넷빌더 대표이사 박 해 성

㈜ 아이넷빌더는 2000년도에 네트워크 장비 공급업체로 출발하여, 네트워크 시스템의

컨설팅 및 구축과 IBS 시스템, 그리고 정보체계 유지보수 등 IT 전문 서비스 업체로 성장

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 아이넷빌더는 Cisco, Alcatel, Juniper 등 세계적 수준의 네트워크 공

급업체와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하고 네트워크 분야의 전문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경험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력의 컨설팅을 통한 IT 토탈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고객 요구에

부합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 아이넷빌더는 현재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네트워크 제품들을 공급하는

조직체계를 갖추어서 날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IT 분야의 컨설팅과 보안시스템 및 IBS 솔

루션 개발의 투자를 강화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고도화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회사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날 급속히 고도화되는 정보사회에서 산재한 자료들을 적절하게 수집하고, 정제 가공

된 방대한 정보를 적재 적소 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요구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설립 이후로 오로지 네트워크 기술 발전에 노력해 온 ㈜ 아이넷빌더는 고객의 신

뢰 증진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최고의 정보통신 기업으로 거듭 나기 위하여 오늘도 고

객과 함께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연혁

파
트
너
/
총
판

계
약
체
결

㈜아이넷빌더는 2000년 8월에 회사를 설립한 이래 세계적인 네트워크 공급업체들과 협약
을 맺고 고품질의 정보체계를 구축, 제공하여 왔으며 회사의 역량 강화와 사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

•Softbank korea 시스코 제품 유통 파트너 계약

• Incube tech 시스코 제품 유통 파트너 계약

•인성정보 3COM 제품 ISDP 협정

• Inktomi Inc. 전략적 파트너 계약

• trend korea Inc. 전략적 파트너 계약

•Final Data 파트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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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Network Associates, M.V.A.R

2003 •협력업체 등록 : LG CNS,쌍용정보통신,대우정보통신
•CISCO Premier Partner 등록

2005 •Cisco-Linksys 스위치 장비 국내 총판 계약

2008 •Alcatel-Lucent  국내 공급 파트너 계약

2009 •Allied telesis 국내 공급 파트너 계약

2010 •HP 네트워크 장비 국내공급 파트너 계약

2012 •Firetide 파트너 계약

2015 •Schneider 파트너 계약

2006
•Cisco Best Growth Partner 선정
•Cisco Layer 4 ~ Layer 7 라드웨어 실버 파트너



회사 연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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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0

2009

2008

2000

㈜아이넷빌더는 2000년 8월에 회사를 설립한 이래 세계적인 네트워크 공급업체들과 협약
을 맺고 고품질의 정보체계를 구축, 제공하여 왔으며 회사의 역량 강화와 사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경영혁신 중소기업 (Main-Biz) 인증 획득

•Cisco Best I Partner 선정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Cisco Best SB Partner 선정

•㈜아이넷빌더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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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Firetide AP 공급자 등록

2001 •Trend Korea 우수 파트너 선정

•Cisco High Growth Partner 선정



기술지원 팀

네트워크 팀 IBS 팀

조직 기능

사업
본부

네트워크 팀
•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및 컨설팅
• 네트워크 장비 공급 및 구축

정보보호 팀
• IT 자원 보안시스템 설계/구축
• 개인 정보 보호 솔루션 개발 및 구축

유지보수 팀 • 정보체계인프라 유지보수

DCIM 팀 • 데이터 센터 관리 솔루션 구축

IBS 팀
• 통합배선, CCTV, FMS
•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기술지원 팀
• 각 팀별 정보기술의 일반 지원
• 최신 기술동향 분석 및 연구개발

유통사업소
• 네트워크 장비 시험 및 물량 관리
• 지방 SOHO용 정보 통신 장비 유통

경영지원실
• 인사, 재무 회계 및 총무
• 마케팅 총괄 (고객 마케팅 / 파트너 사 마케팅)

정보보호 팀 DCIM 팀

조직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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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팀



사업영역 분야 내용

네트워크
시스템

•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컨설팅 및 장비 공급/구축

• 노후 망 교체 및 전산실 신축/이전 사업

정보보호
솔루션

• 네트워크 보안 (방화벽, IPS, UTM) 인프라 구축

• 웹/DB보안, 개인정보보호 체계 컨설팅 및 구축

DCIM • 데이터 센터 자원 관리 솔루션 구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PC/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

• 정보 보호시스템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IBS
시스템

• 정보 통신 공사 (통합배선)

• IBS 솔루션 구축 (Data/Voice 네트워크, CCTV, F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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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영역/분야

㈜아이넷빌더의 주력 사업분야는 네트워크시스템 구축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근간으
로 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컨설팅 및 체계 구축의 전문화와 DCIM과 IBS 시스템 구축 등 사
업영역 확대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시스템

IBS
시스템

DCIM

정보보호
솔루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네트워크 시스템

취급 제품취급 브랜드 군

•Main Backbone 시스템
• L2/L3 워크그룹 스위치
•전용회선 용 라우터
•MESH / 무선 네트워크장비
• SLB/FLB 용 L4 스위치
•Application 스위치
• SOHO용 Low-End 스위치

• Cisco (스위치/라우터)
• Juniper (스위치/라우터)
• Firetide (무선)
• HP (스위치/라우터)
• Piolink (L4/L7 스위치)
• Netgear (SOHO 장비)
•Agilestar (광트랜시버)
• Dasan (기타 네트워크 장비)

주요
실적

•송도 D11, D16구역 Switch 및 AP 공급 (LG엔시스/2014)

•게임빌 3차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게임빌/2014)

•에너지경제연구원 네트워크 보강 구축 사업 (LG엔시스/2014)

• LG이노텍 노후화장비 교체 사업 (LG이노텍/2014)

•병영회선 통합사업 (국방부/2013)

•구미박막라인 네트워크 개선(LG디스플레이/2013)

•백본 보강사업 (게임빌/2013)

•파주/구미 노후 스위치 교체 사업(LG디스플레이/2013)

사업 영역/분야

㈜아이넷빌더의 주력 사업분야로 10여 년의 풍부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 군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기술 인력과 풍부한 사업
경험을 접목시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Firetide AP 제품군의
조달 파트너로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한 성능의 무선랜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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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시스템

사업 영역/분야

정보체계 보안의 중요성이 급격히 고조됨에 따라서 ㈜아이넷빌더는 “Total Security
Solution Provider”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보안과 개인 정보 및 기업정보 보안 등
다양한 정보보호 체계의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취급 제품취급 브랜드 군

•네트워크 보안
(방화벽/IPS/UTM)
• DB 보안
•웹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매체 보안
•취약성 분석
•모의 해킹
• ESM

•AXAN 네트웍스 ( 방화벽/IPS/UTM)
• Xecure DB (DB보안)
• Piolink (웹 보안)
•GRADIUS (개인정보보호/매체보안)
•AhnLab (UTM)
•이글루 시큐리티 (ESM)

주요
실적

•노후랜사업 파이널 데이타 파일복구 솔루션 구축(육군본부/2001)

• "조선왕릉" 종합 경비시스템 구축 (문화재청/2006)

•내부보안용 NAC 도입 (서울보훈병원/2012)

•취약성 분석 및 웹 모의 해킹 진단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2)

•내부보안용 NAC 도입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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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영역/분야

서비스 수준 정의를 기반에 정기적인 측정과 평가 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
로 향상시켜 왔으며, 기존에 네트워크 중심의 유지보수에서 정보체계 자원 및 정보보안 시
스템의 유지 보수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취급 제품취급 브랜드 군

• PC 유지보수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정보보호 솔루션 유지보수

• PC 제품
(삼성, LG, HP, 후지쯔 등)
•네트워크 장비

(Cisco, Juniper, HP 등)
•보안 장비

(AXAN, 퓨처 등)
•정보보호 솔루션

(AhnLab, 이글루 시큐리티 등)

주요
실적

•동서식품 네트워크 유지보수 (2008)

•국기원 네트워크 유지보수 (2008)

•보건복지개발원 네트워크 유지보수 (2011)

•중앙교통정보센터 네트워크 유지보수 (2012)

•인천동구청 네트워크 유지보수 (2012)

•사이버지식정보방 네트워크 유지보수 (2012)

•국방대 e-러닝시스템 유지보수 (2012)

•유무선통합서비스 및 LAN 유지보수 용역 (한국자산관리공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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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M (Datacenter Infrastructure Management)

사업 영역/분야

DCIM은 데이터센터 자원 관리 시스템입니다. 아이넷빌더는 DCIM 마켓 리더인 슈나이
더 일렉트릭의 파트너이며, 수 년 간의 IT 인프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이슈인 데이터
센터 관리 솔루션 구축에 필요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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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서비스 비용 관리

가용성을 높여야 하는 조건

국제적 규제요구 사항
다이나믹한 전력 변화 대처

불확실한 용량이나
밀도에 대한 계획

클라우드 컴퓨팅

에너지 효율화 필요

가상화 요구

측정 및 보고 필요 서버 통합 요구

우리는 데이터센터의 성능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통해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설치하고, 관리하고 유지보수 해야 합니다.

인프라 관리 요구

DCIM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사용 없이 과거 전통적인 방법으로 데이터센터를 관리하는
경우, 적합한 데이터 센터 관리 레벨 및 데이터 센터 효율성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451 Group, 2011 인용) 

DCIM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잘 관리된 데이터 센터는 최대 20%의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트너, 2010 인용) 

DCIM은 Facilities 담당자와 IT 담당자가 관리하는 툴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이
가능하므로 중복투자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회수 기간은 12개월 미만일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IBS 시스템

사업 영역/분야

IT 인프라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영역의 확대를 추진하여 유선 및 무선 정보통신망의 구축
과 Data/Voice 네트워크, CCTV 및 FMS 등의 기술을 내재화 함으로써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첨단 건축물의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급 제품취급 브랜드 군

•유/무선 정보통신망 구축
• Data/Voice 네트워크
• CCTV
• FMS 
•주차관제
•출입통제 / 통합보안

•정보통신 공사 자재
: LS 전선, 가온 전선,

대한 전선, Tyco, AMP
•교환기 : LG, 삼성, 뉴온시스, Cisco
• CCTV : LG, 삼성, Axis
•주차관제 : 아마노, 다래파크텍
•출입통제/통합보안 : ADT캡스

주요
실적

•파주공장 신규 인프라망 구축 (LG이노텍/2009)

•기흥 신축 사무동 IBS 시스템 구축 (삼성중공업/2010)

•통합배선 시공 및 무선망 구축 (동탄 비즈니스 호텔/2010)

•전국철도노동조합 사무실 이전개수에 따른 통신설비 신설 기타공사

(한국철도공사/2012)

•여주교도소 직업체험관 CCTV 설치공사 (여주교도소/2013)

•김포프리미엄아울렛 네트워크 회선 공사 (현대백화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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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RADWARE 파트너 인증서

Schneider 파트너 인증서 CISCO Premiere 파트너 인증서

사업 관련인증현황

각종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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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각종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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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 직업체험관 CCTV 설치공사

2013.12 병영회선 통합사업

2013.10 구미 박막라인 네트워크 개선

2기 통합정산 사업

2013.09 백본 보강사업 네트워크

여주교도소

국방부

LG 디스플레이

한국스마트카드

게임빌

주요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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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통신공사

2013.10

2013.08 EOS 장비 교체 한국스마트카드네트워크

2013.05 파주/구미 노후 스위치 교체 사업 LG 디스플레이네트워크

2012.12 파주/구미 생산 DR 구축

2012.12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사업

LG 디스플레이

국방부네트워크

네트워크

2012.10 부평공장 장비개선사업

2012.09 오창2단지 네트워크 구축

동서식품

LG 화학네트워크

네트워크

2012.06 전국철도노동조합 사무실 이전 통신 공사 통신공사 철도청

2014.04 유무선통합서비스 및 LAN 유지보수 용역 한국자산관리공사유지보수

2014.12 김포프리미엄아울렛 네트워크 회선 공사 현대백화점통신공사

2014.09 송도 D11, D16 구역 스위치 및 AP 공급 LG 엔시스네트워크

2014.08 게임빌 3차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게임빌네트워크

2014.06 에너지 경제 연구원 네트워크 보강 구축 LG 엔시스네트워크

2014.05 LG 이노텍 노후화 장비 교체사업 LG 이노텍네트워크



주요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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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 노후 네트워크 교체사업 네트워크

2007.10 경부고속철도 2단계 네트워크 통신망 구축 네트워크

용평리조트

철도청

2006.11 MIMS 예비망 외부 백본망 구축 네트워크

2005.10 지식정보방 사업 센타망 구축 네트워크

2005.06 나라사랑카드 발급 및 운영사업
센타망 구축 네트워크

2002.06 QoS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2001.10 노후랜 사업 파이널 데이터 복구 솔루션 정보보호

2001.06 노후랜 사업 잉크토미 캐쉬서버 전국망 구축 네트워크

2001.04 백신연구소 네트워크 구축 및 공사 네트워크

2000.09 노후랜 사업 ADSL 전국망 공급 및 구축 유지보수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중앙대학교

육군본부

육군본부

서울대학교

육군본부

2008.10 네트워크 유지보수 유지보수 동서식품

2009.09 네트워크 고도화사업 메인백본망 구축 네트워크

2008.11 네트워크 유지보수 네트워크

통일부

국기원

2011.03 네트워크 유지보수 유지보수

2011.03 네트워크 유지보수 유지보수

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서울 메트로

2010.06 LGD P8E+ 라인증설 N/W구축 네트워크 LG 디스플레이

2010.04 생산기술연구원 네트워크망 구축 네트워크 LG전자

2012.03 사이버지식정보방 네트워크 유지보수 국방부유지보수



군 /공공기관

일반기업

학교 / 병원

금융기관

고객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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