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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퍼시스정보기술은고객에대한신뢰와존경, 열정 그리고배려를기업의핵심가치로삼고

한 걸음더 목표를향해전진하고자합니다. 



항상 고객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동을 창출하며,  도전과 열정으로 신뢰받는 최고의 IT전문 기업

회사 소개
01. 



고객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하는 IT기업

회사명 ㈜엠퍼시스정보기술 대표이사 이 영 호

설립일 2009. 03. 02

사업 분야
• 네트워크 및 어플리케이션 보안솔루션
• 개인정보보호 및 내부정보유출 방지 솔루션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테라타워2 A동 1008호 대표전화 02.413.2280

2014 넥스지 파트너 계약
인포블락스 채널 계약
모두스원 채널 계약

2015 파이어아이 채널계약
계영티앤아이 채널 계약

2016 이노티움 채널 계약

2017 조직 개편 및 확장 이전
연구개발전담부서 IoT 개발부 설립

2018 이너버스 파트너 계약
시스코 보안사업부 기술전문 파트너 계약

2019 한싹시스템즈 파트너 계약
아이넷뱅크 파트너 계약

2009 ㈜엠퍼시스정보기술 법인 설립

2010 어울림정보기술 제품 공급 채널 계약
시스코 파트너 계약
엑스퍼넷 레드스캔 총판 계약
대신정보통신 파트너 계약

2011 펌킨네트웍스 제품공급 채널 계약
소만사 기술전문 채널 계약
펜타시큐리티 웹방화벽 채널 계약
LG엔시스 협력사 계약

2012 펌킨네트웍스 전국 총판계약
이지서티 제품공급 채널 계약
시큐위즈 채널 계약
DB Inc.(구.동부CNI) 협력사 계약

2013 유넷시스템 채널 계약
미라지웍스 채널 계약
시큐아이 채널 계약

주요
연혁

저희 ㈜엠퍼시스정보기술은 고객에 대한 신뢰와 존경, 열정 그리고 배려를 기업의 핵심 가치로 삼고 한 걸음 더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자 합니다. 고객을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동을 창출하며,  도전과 열정으로 신뢰받는 최고의 IT전문

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상호 배려를 바탕으로 행복한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조직도 및 기술분야 인력 구성

대표이사

영업본부 경영지원본부 솔루션사업본부 기술연구소

영업팀 경영지원팀
기술팀

보안컨설팅팀
IoT 개발부

초급 20%

중급 20%

고급 35%

특급 25%

기
술
인
력
구
성
비
율

네트워크보안 4명

보안솔루션 3명



매출현황 및 신용등급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자산총계 5,861,753 3,434,884 1,777,081

자본총계 1,659,415 864,076 621,213

유동부채 3,759,337 1,811,808 725,521

고정부채 443,000 769,000 430,346

유동자산 1,605,520 1,555,510 998,292

당기순이익 826,709 232,862 155,885

매출원가 963,996 1,476,562 722,158

총매출액 3,108182 2,962,710 1,806,652

(천원단위)

재무재표 나이스평가정보



고객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하는 IT 전문기업

사업분야
02. 



사업 분야

IT 자산 보호

네트워크는 중요한 위험 노출
영역입니다. 경계선상에서 IT자산에
불법적인 침투와 연결된 리소스 위협을
방어하며, 무단 접속, 기능 장애, 오용, 

수정, 파괴 등으로 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기업의 이미지와
비즈니스 하락의 요인이 됩니다. 계속
증가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규 준수를 통해 기업은
신뢰를 높이고 가치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통합 로그관리 시스템

로그관리만 잘 해도 보안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여러곳에 산재된
보안로그, 감사로그, 시스템로그를
한곳에 모아 통합 관리 하므로
법규준수를 제공하고 기업내 보안
흐름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높은
가시성을 제공 합니다.

1. 네트워크보안 2. 개인정보보안 3. 통합로그관리

네트워크경계에서엔드포인트까지기업의자산을보호하고법규 준수를제공 합니다.



1. 네트워크 보안 시리즈

NGFirewall

• 정책관리편의성제공

• 네트워크접근제어

• AD SSO 제공

• Application Control

• File type Control

• Web Filter(URL reputation)

• Anti-Spam/Virus

VPN

• oneM2M 표준준수

• WiFi/3G(LTE) 등 지원

• 다양한 NAT지원

• Stateful inspection

• -20℃~70℃환경지원

• Android/Windows/Embedded

• iOS/Linux/API 제공

DDoS/IPS

• 자동패턴학습

• 자동트래픽학습

• HTTP/FTP/DNS/VoIP 공격
방어

• 패턴매칭엔진

• 비정상애플리케이션탐지엔진

• URL/URI 차단

• 다양한애플리케이션제어

APT

• 네트워크트래픽플로우
분석

• 알려지지않은취약점
Exploit 탐지

• 악성메일분석/차단

• 다양한문서포맷분석

• 엔드포인트침해분석

• APT 킬체인분석



2.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 솔루션

WebKeeper

• 인터넷접속통제
법규준수

• 비업무사이트차단

• HTTPS웹서비스
통제

• 악성코드차단

• 빅데이터검색

Privacy-i

• 모든개인정보
패턴검출

• 업무효율보호기능

• 다중압축분석

• 법규준수

• 암호화

• 로그위변조방지

Mail-i

• 메일내개인정보검출

• 메일첨부파일검사

• 메일내용및첨부파일
보관

• 상용웹메일분석

• 로그위변조방지

• 다양한메신저통제

Server-i

• 네트워크트래픽
플로우분석

• 알려지지않은취약점
Exploit 탐지

• 악성메일분석/차단

• 다양한문서포맷분석

• 엔드포인트침해분석

• APT 킬체인분석

SSL Visibility

• 암호트래픽분석가능

• 타시스템과연계하여
분석/차단가능

• 높은성능의
SSL암복호화

• 망구성변경없이
구축가능



3. 통합 로그관리 시스템

Why?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주요 시스템 로그 기록 및 보존에 대한 ISMS인증기준

• 위변조 삭제등의 방지

최고의 효율성 빠른 검색속도 유기적 모니터링 손쉬운 사용

• 원본로그 최고의 압
축율 (80%이상)

• 분석로그 40% 압축
율

• Hyper Full-Text
indexing 기술 사용

• DBMS 대비 60배
이상의 검색 속도

• 로그 검색 및 화면
구성이 유기적으로
조합되어 한번에 모
니터링이 가능

• 어떤 화면이든 원하
는 기능으로 즉시
접근 가능

• 대쉬보드 드릴다운
제공

“분산된로그를이용하여이상징후를탐지합니다”



함께하는 협력사들…

시스코 시큐아이 소만사

파이어아이 이너버스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고객의 안전과 가치를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될 것입니다.

주요 고객
03. 



주요 고객사

공공

http://www.ktl.re.kr/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주요 고객사

금융

기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