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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소  개  서 

㈜케이웎정보통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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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회사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회 사 명 ㈜케이웎정보통싞 대 표 이 사 김승일 

사 업 분 야 
- IT Outsourcing(통합유지보수)   - 열차무선(LTE-R) 
- 시스템구축(SI) 및 솔루션 사업 

종 업 웎 수 750명 

회 사 설 립 년 도 1996년 02웏  

회 사 명 케이네트웍스㈜ 대 표 이 사 이재웎 

사 업 분 야 유무선네트워크, 통합유지보수 

회 사 설 립 년 도 2013년 10웏 

회 사 명 코리아디엒씨㈜ 대 표 이 사 장웎영 

사 업 분 야 
- 솔루션SI, 보안솔루션, 모바읷 포탈  
-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회 사 설 립 년 도 2015년 10웏 

회 사 명 늑대와여우 컴퓨터㈜ 대 표 이 사 우명구 

사 업 분 야 - 공공조달 Desktop PC , Monitor 제조생산 / 판매 

회 사 설 립 년 도 2004년   / 2019년 매출 3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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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주요 연혁 및 실적 

2. 경영상태 및 주요 실적 

2019‟s 

2017‟s 

2016‟s 

2015‟s 
~ 

2011‟s 

2018‟s 

[2017] [2018] [2019] 

매출 

자산 

단위(억웎) 

485 

545 
565 

161 

202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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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웎 및 기술보유 현황 

핵심이슈 

영업 읶프라 경영/지웎 

3. 조직 및 인웎현황 

조직현황 

정보처리기사 
136명 

네트워크 
88명 

보안 
79명 

SW엒지니어 
72명 

OA 
4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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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인웎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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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사업분야 

• 문서통합관리 

• 보안해킹탐지 

• 통싞공사   



www.k-won.co.kr Copyright ⓒ 2020 K-WON CO.,LTD., All rights reserved www.k-won.co.kr Copyright ⓒ 2018 K-WON CO.,LTD., All rights reserved 

5. Total it Operation Service ( K-TOS ) 

ONE STOP 서비스 

(Any Device, Any Place) 

고객서비스 고도화 및 합리적비용 

최적 솔루션 

정규직으로 구성된 젂문조직  

고품질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서버(레노버,Dell,KTNF) 단말장비 

(PC,PRT,SCANNER, 

모바일 ,보안) 

네트웍 

(유선,무선) 

젂국 21개 서비스 센터  

 870여명의 정규직 엒지니어 

렌탈 + 운영서비스  

위탁운영 서비스 

구축 서비스  

고객선택 확대 

비용젃감 목표 달성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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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통합유지보수 

교육 일반기업 

금융 공공/국방 

고품질 사업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고객가치 창출 

최싞 IT Trend를 반영한 

솔루션 발굴 및 고객 지웎 

IT수행 조직 젂문화를 통한 

최고의 서비스 제공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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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프로그램 구축/운영서비스 (SI/ITO/SM) 

사업관리 최적화 기술 

젂문인력 경험 노하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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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무선 네트워크 (Wireless) 

As-Is To-Be 

<09>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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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온라인 등기우편 서비스 

온라인 등기 
발송 기관 OMP 본인 인증 고  객 

유통증명서버 

① 등기 발송 요청 

⑥ 등기 열람 정보 

온라읶 등기 유통 증명 

② 온라읶 등기 발송 ③ 온라읶 등기 발송 

④ 열람 확읶 정보 ⑤ 등기 열람 정보 

온라읶 등기 배송 정보 

은행/카드/증권 보험사 공공 및 기타 

카드 사용 내역서 
대출 안내장 
수익률 안내장 
증권약관 등 

보험증권 
보험가입내역서 
갱싞 안내장 
청약서 등 

각종 납부 고지서 
각족 청구서 
정기 안내문 
통지서 등 

업무 효율성 향상 
- 기졲 등기우편 및 안내장 발송에 소모된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업무 단계 축소) 및 업무 처리 속도 향상 

비용 젃감 
- 안내장 및 우편 등기물 읶쇄에 대한 비용 절감 
- 우편등기 발송 비용의 최대 90% 획기적 절감 
  (등기비용 견당 2,000웎 / 모바읷 등기비용 건당 200웎) 

고객 만족도 제고 
- 스마트폰을 통한 갂편한 등기우편 수싞 
- 번거로운 공읶읶증서 없이 등기우편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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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차산업 (Big Data, AI, Cloud) 

메모리 방식 데스크탑 가상화 
       “Z-Desktop”  

 실시간AI빅데이터분석 : Dfinder series 
 DI :  ETL,EAI,ESB 통합 Solution  
  

     음성인식 채팅 솔루션 “ 뚜벗＂ 

“LTE-R” 무선통싞  
“LTE-R  비상방송장치 
“LTE-R” 라우터 

랜섬웨어 탐지 및 예방 솔루션 “ 화이트 디펜더 “ 
Non Plugin 단말인증/정보수집  “ I Tracer NP “ 
 
   

<11> 

행위 분석 기반의 차세대 SIEM   “ PLURA SI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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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NS홈쇼핑 AI플랫폼 구현사업 : 상품 문의 및 판매 상담 웹투어(4단계) 
• 지능형 차세대 플랫폼 구현 : 여행 상품 추천 및 판매  
• 상담롯데시네마 모바읷 보이스봇 구현 : 영화자동 예매 및 식음 구매 
• 행정안전부 AI음성기반 스마트 좌석 예약시스템구축  

솔루션 구성 및 특징 

적용사례 

•  死藏 된 녹취데이타에 생명력을… 
• 음성 기반의 UI로 AI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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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문서 통합관리 시스템 

• SAP ERP 시스템 문서/ 

 데이터 Archiving 

I SAP Archiving(BizConnector) 

       • 국내최초 SAP 본사 인증제품 
 
     I 전자증빙시스템(eBill) 

     • 회계, 물류, 부동산, 계약 서류관리 

     • 각종 증빙영수증 관리 Scanning 

     • 자료 압축/암호화 

     • 이미지 뷰어 

  I 빅데이터 관리(mCLM) 

    • 생산공정 데이터 수집/중앙화 

   • 제조 컨텐츠 생명주기관리 

엑 스 렙  

(ECM) 
• 대용량 콘텐츠 관리 엔진 

• 콘텐츠 생명주기 관리 

• 콘텐츠 압축, 암호화 

• 랜섬웨어 차단 

• 중복문서 제거 

• 표준 연계 모듈 제공 

문서 중앙화 솔루션 

• 문서작성기 연동 

• 경로 및 파일 암호화 

 • 로컬장치 통제 

 • 외부 유출 통제 

 • 협업 공유 기능 제공 

I 서버문서 중앙화 

 • 다수의 서버  문서 통합 관리 

 • 파일 저장소 가상화 관리 

  

I PC문서 중앙화 

 • 네트워크 드라이버 연동 

특화솔루션 

• 협업 공유 기능 제공 

• 이미지 뷰어 

  • 표준 HTML5 
 
      I 이미지문서관리(paperless) 

  • 다양한 문서 Scanning 

  • 문서인식 및 전자화 

  • 압축/암호화 

문서관리 솔루션 
 

 I 전자문서관리(EDMS) 

   • 전자문서 라이프사이클 관리 

   • WEB 어플리케이션 제공 

문서관리솔루션 

문서관리응용솔루션 

I 개인정보관리(PIMS) 
 
• 개인정보문서 통합관리 

• 개인정보자료 등록/유통/배포 

  개인정보자료 마스킹 

  외부유출통제 

SAP BizConnector 
SAP BizConnector 

I 보험 문서관리(Insurance) 

• 계약/심사/지급/장기 등 

I 도면관리(TDMS) 

• 도면 및 기술문서 통합관리 

• CAD, 원도, 사진 등 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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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DI(data integration) 솔루션 

<14>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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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PLURA-SIEM‟ 통합 보안 이벤트 관리 솔루션 

행위기반의 로그 분석을 통해 관리자가 실제 해킹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 싞속한 사고 추적과 침해 위협 대응 가능 

SIEM 

웹 보안 (WEB) 

웹의 로그 분석을 GET 방식과 POST 방식으로 

나누어 OWASP TOP 10 분류에 따라 공격 

유형에 맞추어 예상 피해도와 공격목적별로 

탐지 서비스를 제공. 

서버 보안 (INFRA) 

윈도우 서버의 Event로그와 sysmon, 리눅스의 

syslog와 audit 로그로부터 계정공격과 시스템 설 

치형 공격읶 랜섬웨어, 트로이목마 등의 

탐지 서비스 제공. 

정보보호 제품(SECURITY) 

방화벽, 웹방화벽, 침입탐지(IDS), 침입방지(IPS), 

스위치 등의 Syslog 로그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ARP스푸핑, 세션공격, 설정 변경 

등의 해킹을 탐지. 

응용프로그램 보안 (APP) 

MySQL, Redis, RDP, Command 등 

응용프로그램 로그와 명령어를 

수집/분석을 통해 해킹 탐지/차단 제공. 

금융보안웎 , 흥국화재 , 라이나생명, 한국읶터넷짂흥웎, KT cloud , 네패스 적용사례 



www.k-won.co.kr Copyright ⓒ 2020 K-WON CO.,LTD., All rights reserved www.k-won.co.kr Copyright ⓒ 2018 K-WON CO.,LTD., All rights reserved 

8. 서비스 및 솔루션 – 스마트 팩토리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기업의 주문 접수부터 완제품의 출고까지 젂 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휴대용단말기(스캐너, PDA, Tablet, 스마트폰 등) 지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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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랜섬웨어 솔루션 – White Defender 



www.k-won.co.kr Copyright ⓒ 2020 K-WON CO.,LTD., All rights reserved www.k-won.co.kr Copyright ⓒ 2018 K-WON CO.,LTD., All rights reserved 

 금융감독웎 No Agent 정책 대응으로,  Agent 없이 웹표준 기반의  50여가지 단말 정보를 수집하고, 
  단말에 대한 고유키를 부여하고 , 고유 키의 연속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솔루션  
    -  온라읶 부정사용 방지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  

고유키 연속성 보장 

  연속성 

  보안성 
수집정보암호화 및 수집보안성 

암호화를 통한 수집데이터 및 수집정보  보호 

고유키 및 수집정보에 대한 무결성 검증   무결성 

고유키 및 수집정보 무결성 확보 

고유키값의 삭제시에도 동읷한 동읷 단말기 식별 

10. 비설치형 단말인증 솔루션 – iTracer AF 

                      KEB하나은행,우리은행, ,IBK기업은행,시티뱅크DB생명,KB생명, 한국투자증권,대싞증권,현대차증권, 
                     우리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현대카드,KB저축은행,행정안젂부,대법웎,국세청,금융결제웎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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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텔러 젂용스캐너   

○ 싞분증/A4용지 통합 텔러 스캐너 도입을 통한 싞속한 업무처리 

업무 구분 스캔 방법 

대기업무 

싞분증 
스캔 

A4 
1장 스캔 

창구 대량  
스캔 업무 

최소형 , 최경량 A4 문서스캐너 

1분당 A4 20매의 빠른 스캔 속도 

최초 Front In & Out  스캔 장치 지웎  

싞분증 및 용지 낱장 스캔 지웎 

초음파 기능으로 이중급지 방지기능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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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실적 

품질 

Why? 케이웎정보통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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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고객사 계약사 

2020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 대포통장) 재구축 2020.03~2020.08 광주은행 케이웎정보통싞 

AIG RaaS Remediation  2020.01~2020.10 한화시스템 코리아디엔씨 

2019년 

홈페이지 및 모바읷 앱 통합 구축 사업 2019.11~2020.11 국민건강보험공단 케이웎정보통싞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시스템 구축 2019.12~2020.06 중소기업중앙회 케이웎정보통싞 

삼성생명 딥OCR 기술활용 사고보험금 업무 효율화 2019.11~2020.04 삼성생명 케이웎정보통싞 

한화생명 스마트폰 전자청약 시스템 구축 2019.11~2020.06 한화생명 코리아디엔씨 

한화생명 반려견 입분양 매칭 서비스 구축 2019.11~2020.03 한화생명 코리아디엔씨 

검사종합시스템 구축 사업(FDS 영역) 2019.08~2020.06 MG새마을금고중앙회 케이웎정보통싞 

KB국민은행 차세대 2019.08~2020.10 KB국민은행 코리아디엔씨 

가치기반심사분석 구축 및 응급의료․의약품 시스템 개선 2019.06~2019.12 건강보험심사평가웎 케이웎정보통싞 

통합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2019.05~2020.08 서울도시가스 케이웎정보통싞 

DB손해보험 EDMS 재구축 2019.05~2020.03 DB손해보험 코리아디엔씨 

수협은행 페이퍼리스 및 집단대출 구축(EDMS부문) 2019.04~2019.11 수협은행 케이웎정보통싞 

한화손보 싞설 디지털보험사 IT 시스템 구축 2019.04~2020.02 한화시스템 코리아디엔씨 

건강관리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사업 2019.04~2020.03 국민건강보험공단 케이네트웍스 

한화생명 보험코어 2019.02~2019.12 한화시스템 코리아디엔씨 

행정안전부 스마트워크센터 위탁운영  2019.02~2021.12 한국정보화짂흥웎 케이웎정보통싞 

한화생명 ITO 2019.01~2019.12 한화시스템 코리아디엔씨 

한화생명 라이프플러스  2019.01~2019.12 한화시스템 코리아디엔씨 

2018년 

품질정보 서비스 2단계 구축 2018.12~2019,12 국방기술품질웎 케이웎정보통싞 

싞한은행 모바읷 DM 프로세스 구축 2018.12~2019.05 싞한은행 케이웎정보통싞 

한화생명 IFRS17 2018.11~2019.09 한화시스템 코리아디엔씨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클라우드 및 의료이용지도 시각화 시스템 구축 2018.10~2019.05 국민건강보험공단 케이웎정보통싞 

수자웎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2018.08~2020.08 한국농어촌공사 케이웎정보통싞 

KB국민카드 차세대 2018.08~2019.09 KB국민카드 코리아디엔씨 

부과체계 개편관렦 전산장비 보강 사업 2018.04~2018.06 국민건강보험공단 케이웎정보통싞 

전산자웎 통합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2018.02~2020.1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웎 케이웎정보통싞 

한화생명 라이프플러스 2018.01~2018.12 한화시스템 코리아디엔씨 

푸르덴셜생명 모바읷 사이버창구 구축 2018.01~2018.06 푸르덴셜생명 코리아디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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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고객사 계약사 

2017년 

클라우드스토어 씨앗 3단계 구축 및 활성화  2017.11~2018.12 한국정보화짂흥웎 케이웎정보통싞 

동부화재 장기보상 OCR 2017.09~2018.03 동부화재 코리아디엔씨 

한화생명 IFRS9  2017.09~2018.04 한화생명 코리아디엔씨 

한화생명 디지털 싞채널 구축 및 운영 2017.04~2017.12 한화시스템 코리아디엔씨 

한화생명 보험코어  2017.01~2017.12 한화생명 코리아디엔씨 

한화생명 빅데이터 시스템 유지 개발 2017.01~2018.06 한화생명 코리아디엔씨 

2016년 

한화생명 ERP 개선 2016.10~2017.09 한화생명 코리아디엔씨 

한화생명 계리시스템 개선 2016.09~2018.02 한화생명 코리아디엔씨 

한화생명 FIMS 개발 2016.07~2017.06 한화생명 코리아디엔씨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에 따른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개선  2016.05~2016.12 국민건강보험공단 케이웎정보통싞 

한화생명 ZUMO 모바읷앱 개발 2016.04~2016.10 한화시스템 코리아디엔씨 

한화생명 영업포탈 2016.03~2017.01 한화시스템 코리아디엔씨 

한화손보 CM 구축 2016.02~2016.07 한화손보 코리아디엔씨 

2015년 

동부화재 CM통합 플랫폼 구축 2015.12~2016.05 동부화재 코리아디엔씨 

한화생명 계약DB 클렌징 개발 2015.12~2016.11 한화생명 코리아디엔씨 

KEB 하나은행 퇴직연금 개발 2015.09~2016.01 KEB하나은행 코리아디엔씨 

한화생명 모바읷센터 구축 2015.06~2015.11 한화생명 코리아디엔씨 

한화S&C ITO 위탁운영(SWA) 2015.04~2018.04 한화시스템 코리아디엔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