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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센츄어 소개세경네트웍스㈜ 소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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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네트웍스는 네트워크의 설계와 구축, 유지보수에 이르는 관련 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전문회사로서, IT도급 운영과 정보통신공사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하게 진화하는 Mobile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세경네트웍스㈜ 소개

네트워크 기반 시설 구축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네트워크 설계

Server, Network, 
Security 구축

IT SYSTEM
유지보수 수행

SeGyeong Networks Co., Ltd.

연

혁

소

개

• 자본금 : 1.8억원

• 임직원 : 6명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5길 10, 삼화빌딩 5층

• Home Page : http://www.sgnc.co.kr/

• 1997년 세경네트워크㈜ 설립

• 2000년 승원시스템㈜와 회사 합병

• 2012년 승원시스템㈜와 분사 / 세경네트웍스㈜ 단독 법인 설립

• 한드림넷 리셀러파트너 체결

• 2014년 시큐아이 파트너사 계약 체결(크로니아이티)

• ㈜GSiTM – 협력업체 등록

• 2015년 지란지교시큐리티 협력 파트너사 체결

•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등록

• 2016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No.320258)

• 2017년 ㈜NHN엔터테인먼트 협력업체 등록

• 2018년 시스코 파트너사 계약 체결(영우디지탈)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Jz4v1-cHLAhVC6aYKHXRaBkAQjRwIBw&url=http://ridgeford-ind.co.uk/wwtp_maintenance.shtml&bvm=bv.116636494,d.dGY&psig=AFQjCNHHZ7JqE-vk0Xsnw50IxmAza_GVkg&ust=1458105899176919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Jz4v1-cHLAhVC6aYKHXRaBkAQjRwIBw&url=http://ridgeford-ind.co.uk/wwtp_maintenance.shtml&bvm=bv.116636494,d.dGY&psig=AFQjCNHHZ7JqE-vk0Xsnw50IxmAza_GVkg&ust=1458105899176919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PkerT-sHLAhWD4qYKHYP2ACAQjRwIBw&url=http://www.hscns.com/?page_id=49&bvm=bv.116636494,d.dGY&psig=AFQjCNGKrP-oB0SxEFufqqZRExrEI2xVPA&ust=1458106078215321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PkerT-sHLAhWD4qYKHYP2ACAQjRwIBw&url=http://www.hscns.com/?page_id=49&bvm=bv.116636494,d.dGY&psig=AFQjCNGKrP-oB0SxEFufqqZRExrEI2xVPA&ust=1458106078215321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o5vKM-8HLAhUCLKYKHZ0YDQ8QjRwIBw&url=http://www.1ix.com/managed-it-services/network-design-and-implementation/&bvm=bv.116636494,d.dGY&psig=AFQjCNE0Ui11z5K4yJ8Zm-9ATlnf9yWIWw&ust=1458106186370704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o5vKM-8HLAhUCLKYKHZ0YDQ8QjRwIBw&url=http://www.1ix.com/managed-it-services/network-design-and-implementation/&bvm=bv.116636494,d.dGY&psig=AFQjCNE0Ui11z5K4yJ8Zm-9ATlnf9yWIWw&ust=14581061863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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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네트웍스㈜는 기술자 중심의 조직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일하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유지보수 등 NI 전문업체입니다.

세경네트웍스㈜ 회사 조직

창원, 대구, 대전, 제주 협력업체

대표이사

SOLUTION DIV. 시스템 관리 DIV.
(PC/POS 유지보수)

NI 영업팀

지원팀

IT 솔루션 영업팀 SM 1팀통합배선팀

기술지원팀 기술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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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네트웍스는 그 동안의 축적 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와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통합배선시스템, 공장자동화 배선
등의 구축과 IT 시스템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경네트웍스㈜의 사업 영역

네트워크 설계

고객 정보기술의 기본이 되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진단 및 분석, 
기획 설계 서비스 제공

Server, Network, Security 구축

NW 보안 SYSTEM
NGFW, NGIPS(SoureceFire), WIPS 
APT 차단 (FireEye)
NETWORK CORE, L4/7 SWITCH

네트워크 기반 시설 구축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네트워크 기반 시설 구축
통합배선시스템 구축
광케이블링 시스템 전문 시공
전산기계실 구축

IT SYSTEM 유지보수 수행

SERVER, 네트워크 유지보수
케이블링시스템 유지보수
IT 도급 운영(NW,보안) 서비스
PC 도급 유지보수 서비스

One Click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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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네트웍스㈜ 보유 면허 및 수상 내역

세경네트웍스는 2016년 3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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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네트웍스는 창조적 기술과 성실함으로 고객사의 성장과 함께 합니다.

세경네트웍스㈜ 보유기술력

IT 아웃 소싱

END-to-END 서비스
분석에 의한 제안

IT 도급 운영
(NW,보안)
PC 도급 유지보수

자체 인프라 구축팀 높은 기술력

통합배선시스템
소규모 케이블링시스템

SERVER
유무선
네트워크
정보 보안

- Project 후의 관리
- 전문 유지보수 수행
- 정기/수시 점검관리
- 원격 관리 서비스

- IT 도급 인력 보유
- 체계적 직원 관리
- 자기계발 Program
제공

- 인프라 구축팀
- 설계에 의한 시공
- 장비 연동 통합

TEST

- 분야별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

- Reference Site 확보
- 구축 및 운영 기술
인력 보유

고객 중심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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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네트웍스㈜ 보유 기술력

세경네트웍스는 네트워크 전문 회사로서, 현재 다수의 고객사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를

유지보수와 운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설계와 구축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와 IT도급 운영 그리고 정보통신공사 등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VENDOR 사 제품 운영 경험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문 기술력 보유

정기적인 교육

네트워크 & 보안기술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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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네트웍스㈜ 보유 기술력

세경네트웍스는 운영 시스템 및 서비스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상장애의 조기발견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합니다.

Security

네트워크

기반 시설 설비

모니터링 인력
- 사무실 서버를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

모니터링 상용시스템을 통한 자동화
- MRTG,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툴

사전예방점검 & 모니터링시스템

모
니
터
링

툴

 임계치 설정 관리

 N/W 장비 이상 유무 check

 Ping Test,Tracert

 MRTG 트래픽 현황 모니터링

 임계치 설정 관리

 N/W 장비 이상 유무 check

 Ping Test,Tracert

 MRTG 트래픽 현황 모니터링

 시설 설비 육안 점검

 각종 게이지 적정 유지
여부 check

MRTG – 사용량 Monitoring SNIFFER – Protocol 분석

NMS QoS – Protocol 정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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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네트웍스㈜ 보유 기술력

세경네트웍스는 안정된 유지보수 서비스를 위해 대상 장비의 장애 시 긴급복구 등을

위하여 예비장비를 확보하여 장애 시 즉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제조사 협력을

통해 원활한 부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장비 리스트 작성
관리

 주기적인 예비장비 점검
실시

 제조사/공급사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적정량의
예비부품 확보

예비장비 확보/운영

 예비장비 확보 기준을
통한 적정의 예비장비
확보/운영

체계적인 예비장비 관리

적정량의 부품확보

예비장비확보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0ahUKEwjz0tO1jJzMAhUlK6YKHUEqCRUQjRwIBw&url=http://www.cisco.com/c/en/us/support/switches/catalyst-4507r-e-switch/model.html&bvm=bv.119745492,d.dGY&psig=AFQjCNE5kjknIYu3LGH_v7vl366EaKBcpw&ust=1461203238816496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0ahUKEwjz0tO1jJzMAhUlK6YKHUEqCRUQjRwIBw&url=http://www.cisco.com/c/en/us/support/switches/catalyst-4507r-e-switch/model.html&bvm=bv.119745492,d.dGY&psig=AFQjCNE5kjknIYu3LGH_v7vl366EaKBcpw&ust=1461203238816496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0ahUKEwjknP3f45zMAhXEJ5QKHQMiDpUQjRwIBw&url=http://www.brocade.com/en/products-services/switches/campus-network-switches/icx-6610-switch.html&psig=AFQjCNFoNdnG0tNDgR51xHhY9LE14HXOnA&ust=1461226685070597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0ahUKEwjknP3f45zMAhXEJ5QKHQMiDpUQjRwIBw&url=http://www.brocade.com/en/products-services/switches/campus-network-switches/icx-6610-switch.html&psig=AFQjCNFoNdnG0tNDgR51xHhY9LE14HXOnA&ust=1461226685070597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Fss3445zMAhXBHpQKHfxGApcQjRwIBw&url=http://www.cisco.com/c/en/us/products/wireless/aironet-700-series/&bvm=bv.119967911,d.cGc&psig=AFQjCNFNsvl4XMFkfGmPtd2ndWgDWkwTYw&ust=1461226733584064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Fss3445zMAhXBHpQKHfxGApcQjRwIBw&url=http://www.cisco.com/c/en/us/products/wireless/aironet-700-series/&bvm=bv.119967911,d.cGc&psig=AFQjCNFNsvl4XMFkfGmPtd2ndWgDWkwTYw&ust=1461226733584064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Z8_eY5JzMAhWHk5QKHSzjBA0QjRwIBw&url=http://www.cisco.com/c/ko_kr/products/security/firewalls/index.html&bvm=bv.119967911,d.cGc&psig=AFQjCNEOQ59d_m3sMOr7Qm3oa7bkQCzt2w&ust=1461226796842035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Z8_eY5JzMAhWHk5QKHSzjBA0QjRwIBw&url=http://www.cisco.com/c/ko_kr/products/security/firewalls/index.html&bvm=bv.119967911,d.cGc&psig=AFQjCNEOQ59d_m3sMOr7Qm3oa7bkQCzt2w&ust=146122679684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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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네트웍스㈜ 유지보수 고객사

 강릉영동대학교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

- Backbone, Workgroup, 보안스위치(한드림넷)

 청호나이스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

- LGU+ IDC, 본사, 진천공장, 청주 콜센타, Microfilter, 인천연구소

- Firewall, NGIPS, SpamSniper, Backbone,  SSL VPN, L4 Switch 등

 태양금속공업㈜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 & OA 유지보수

- Cisco Backbone, Workgroup, PoE Switch, 

- Wireless AP (공장자동화)

 한국바이린㈜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

- 서울사무소, 평택공장

- Cisco Backbone, Workgroup, PoE Switch, Wireless AP 



11

세경네트웍스㈜ 유지보수 고객사

 코스모캐피탈㈜ 전산시스템 시스템 유지보수

- Windows Server, Sun Server, Storage, UPS, Network

 대한방직㈜ 전산시스템 시스템 유지보수

- 서울본사, 대구공장, 전주공장 등

- Server, PC, 프린터, Backbone, Workgroup

 밀본코리아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

- 서울본사, 부산지사

- Firewall, Wireless AP, Access Switch

 온이스㈜ 공장자동화 시스템 유지보수

- 평택 1,2,3 공장

- Juniper VPN, Wireless AP (공장자동화)

http://milbon.co.kr/board/main/
http://milbon.co.kr/board/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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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네트웍스㈜ 유지보수 고객사

 중앙일보㈜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 (~ 2015년7월 2년간 수행)

- J빌딩, M빌딩, A빌딩

- Backbone, Workgroup, 무선랜, Packetlogic, Firewall, L4 switch 등

- 네트워크 도급 운영

 Freudenberg Vilene Filtration Technologies Korea Co., Ltd.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

- 서울사무소, 평택공장

- Cisco Backbone, Workgroup, PoE Switch, Wireless AP 

 영신금속공업㈜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

 - Backbone, Workgroup, 시스코 무선랜 컨트롤러

 - sonicWall Firewall, SSL VPN 장비 등

 한국재정정보원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

 - 보안 Switch 등

http://joongang.joinsmsn.com/?cloc=joongang|home|header
http://joongang.joinsmsn.com/?cloc=joongang|home|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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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네트웍스㈜ 유지보수 고객사

 서울약사신용협동조합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 VPN 장비 등

 브랜드랩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

 - 주니퍼 방화벽, Switch, 무선랜 AP 등

 위비스㈜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

 - Backbone, Workgroup, 시스코 무선랜 컨트롤러

 - juniper VPN 장비 등

 ㈜히로세코리아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

 - Backbone, Workgroup, 시스코 무선랜 컨트롤러

 - 정밀커넥터센터, AMC센터 전체 Network 장비 (Switch, 무선 A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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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네트웍스㈜ 보유 기술력

전산시스템 이전

구분 이전 방안

시스템

시스템 구성

- 기존 시스템 구성환경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전
- 이전 작업 중 이전 대상 장비와 관련된 서비스는 중단 이전을 전제로 함
- 구성 현황에 대한 상세 실사 수행

백업

- 이전 당일 주요 시스템에 대한 Full Backup 실시를 원칙으로 함
- 기존 백업 수행 장비는 고객사 백업시스템으로 백업수행
- 기존 백업 미수행 장비는 별도 백업 장비를 임대하여 백업 수행
- 전체 시스템은 OS 백업을 실시하며 x86 시스템은 Image 백업
- 백업 대상 용량이 많은 시스템은 이전 일주일 전 Full Backup 실시 후 이전 당일 변동분에 대한 Incremental Backup 실시

네트워크 네트워크 구성

- 기존 네트워크 구성 및 IP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이전함
- 네트워크 구성 및 Port Map에 대한 상세 실사 수행
- 작업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LAN Cable 사전 포설 및 전용회선 전송로 사전 구성
-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의 Configuration 정보에 대한 백업 수행

기반시설

전원
- 랙 별 전체 전력 소모량을 산정하여 분전반 및 전원 케이블 사전 구성 (Receptacle 포함)
-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분전반은 이중화 구조로 구성

보안
- 전산실 상면 공간에 전용 Cage 설치 및 출입자 통제를 위한 Door Lock 설치
- 출입자 감시를 위한 통로 별 CCTV 설치 (2~3개)

운송계획
반출/반입 순서 - To-Be 상면배치를 고려하여 장비의 상차 및 하차 후 반입시 설치 우선순위에 따라 전산실에 반입

운송경로 - 주요운송경로 및 예비 운송경로를 설정하며, 모의 훈련 시 이동경로를 사전에 점검

비상계획
예비부품 확보

- 이전 작업 중 장비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장비 및 부품 교체를 위한 예비 부품 확보
-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기존 유지보수 업체와의 공조체제 마련

운송보험 - 이전 작업 중 장비의 파손에 대비하여 운송보험 계약 체결

각 서비스 및 부문별 이전 요건 및 고려사항을 파악하여 이전 계획에 반영하고 모의훈련을 실시를 통해 이전계획을 검증∙보완합니다. 

또한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이전 시 발생 될 수 있는 리스크와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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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네트웍스㈜ 보유 기술력

전산시스템 이전

구 분 내 용 비 고

1. 사업 수행 계획서 작성 및 보고 • 사업 수행에 따른 계획 협의 및 작성 보고

2. 현황 조사 및 분석
• 이전대상 시스템 현황 조사 및 분석
• 실사보고서 제출

3. 이전 시나리오 작성 • 서비스 종료 이후 이전, 서비스 시작에 따른 단계별 이전 시나리오 작성 제출

4. IDC 기반시설 구축 • 전원, 네트워크, 상면 등에 대한 기반 시설 구축

5. 모의 훈련
• 이전실행 1주일 전 실시로 실제 이전과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진행
• 모의훈련 실시 및 일정은 고객과 협의 후 진행

6. 전용회선/인터넷 회선 이전 • 전용회선 및 인터넷 회선 이전

7. 전산장비 이전

1) 이전 관련자 소집 교육 : 작업 역할 확인, 작업 주의사항 전달
2) 서비스 중지 및 시스템 Down : 서비스 확인, 시스템 Down후 스토리지 Down 
3) 해체 포장 및 상차 : 대상장비 포장, 이전 장비 확인, 라벨부착
4) 운송 : 대상장비 포장, 이전 장비 확인, 라벨부착
5) 하차/반입/상면배치 : 상면 확인 및 배치
6) 장비 설치 : 스토리지 정상 확인 후 시스템 Up 
7) 가동 점검 : O/S 및 H/W점검
8) 안정화 작업 : 이전 대상 장비 안정화

8. 프로젝트 종료 • 프로젝트 종료보고 및 산출물 제출

전산시스템 이전 아래의 진행 절차대로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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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네트웍스㈜ 전산시스템 이전 사업 실적

실수요처 사업내용 사업기간 설치 내역

서울시데이타센터 • 신 구축 데이터 센터 – NW 이전 사업 2004.11~2005.3 NW 구축, 보안 및 네트워크 시스템 이전

호텔신라 • 신 전산실 - 전산시스템 이전 사업 2010.10~11 전산실 구축 및 전산시스템 이전

청호나이스 • IDC 업체 변경 – 네트워크 이전 사업 2015. 06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이전

중앙일보사 • 신 전산실 - 네트워크 이전 사업 2014. 12 네트워크 구축 및 네트워크 장비 이전

TNT Express • 신사옥 - 전산 장비 이전 사업 2014. 11 네트워크 구축 및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이전

노랑풍선 • 신전산실 - 네트워크 이전 사업 2019. 01 네트워크 구축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이전

㈜백산 • 신사옥 - 전산 장비 이전 사업 2019. 05 네트워크 구축 및 서버, 네트워크 장비 이전

㈜큐엠씨 • 신사옥 - 전산 장비 이전 사업 2019. 12 네트워크 구축 및 서버, 네트워크 장비 이전

AT&S코리아 • 신 전산실 – 전산 장비 이전 사업 2021. 06 네트워크 구축 및 서버, 네트워크 장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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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네트웍스㈜ 보유 기술력

공장 자동화 구축 경험 풍부-무선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무선 AP 설치 사진
(Cisco SAP1602E)

무선 AP 설치 사진
(Cisco SAP1602E)

무선 AP 설치 사진
(Cisco SAP160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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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네트웍스㈜ 보유 기술력

공장 자동화 구축 경험 풍부-무선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무선 AP 전원 공급 장치
설치 (Power Inject)

무선 AP 신호 세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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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네트웍스㈜ 보유 기술력

공장 자동화 구축 경험 풍부-무선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공장 내 Steel 배관 사진 POP Main Switch 설치 완료 사진POP 단말기 Cable 배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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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네트웍스㈜ 최근 주요 사업 실적 (2021~2019)

실수요처 사업내용 사업기간 설치 내역

서울시도시개발공
사

• 가회동(3-122외1) 및 계동(2-39) 
공공한옥 정보통신공사

2021.01 ~ 09
가회동(3-122외1) 및 계동(2-39) 공공한옥
정보통신공사

AT&S코리아
• AT&S코리아 신공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스템 이전 건
2021.01 ~ 06 네트워크 구축 통신 공사 및 시스템 이전

전산통합센터
광주센터

• 전산통합센터 광주센터 유지보수 사업 2020.01 ~ 12 전산통합센터 광주센터 유지보수 사업

히로세코리아 • 무선랜 구축 2020.05 ~ 12 전 공장 무선네트워크 구축

플라잉타이거코리
아㈜

• 대구점 외 4개 지점 네트워크 구축 2020.05 정보통신기기의 납품 및 설치

㈜큐엠씨
• ㈜큐엠씨 신사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스템 이전 건
2019.09 ~ 2020.02 네트워크 구축 통신 공사 및 시스템 이전

청호나이스 • 가상화 서버용 네트워크 구축 사업 2019.06 10G급 네트워크스위치 납품 설치

한국재정정보원
• 한국재정정보원(동행복권) IDC 기술지원

작업
2019.04 보안스위치, 백본스위치 등 기술지원 사업

서울시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남 조성

통신공사
2019.02 ~ 04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남 조성 통신공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본부

• 시립 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신축
통신망 구축

2017.11~2019.3.14 2차 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신축 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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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네트웍스㈜ 최근 주요 사업 실적 (2019~2018)

실수요처 사업내용 사업기간 설치 내역

태양금속공업㈜ • 노후 백본시스템 교체 사업 건 2019.03 시스코 WS-C4507R 교체

데상트코리아 • 10G 서버망 구축 건 2019.02 10G 스위치망 구축

노랑풍선 • 서버실 이전 전체 네트워크 구축 건 2019.01 전체 네트워크 케이블시스템 재 구축 건

IBK저축은행 • 방화벽시스템 구축 건 2018.11 포티넷 방화벽 및 VPN 시스템 구축

노랑풍선 • 노랑풍선 사무실 네트워크 구축 건 2018.11 네트워크 케이블링 시스템 구축

드림텍㈜ • MES 네트워크 구축 건 2018.10 공장 자동화 무선 네트웍 INFRA 구축 건

청호나이스㈜ • 콜센타 네트워크시스템 고도화 건 2018.08 보안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 구축 건

대한방직㈜ • 전주공장 네트워크 구축 건 2018.07 네트워크 장비 납품 및 설치

태양금속공업㈜ • 본사 네트워크 구축 공사 2018.06 네트워크 케이블링 시스템

한국필터텍㈜ • QPDC 네트워크 구축 건 2018.05 공장 자동화 네트웍 INFRA 구축 건

프라이맥스㈜ • 보안 및 네트워크 개선 사업 2018.04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치

정보서울청사관리소
• 정부서울청사 공무직 사무실 통신망

구축 사업
2018.03 ~ 04 정부서울청사 공무직 사무실 통신망 구축

이너인포㈜ • B사 보안 시스템 개선사업 2018.02 기술지원 및 정보통신 공사

㈜대일CFT • 보안시스템 구축 2018.02 SSL VPN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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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네트웍스㈜ 최근 주요 사업 실적 (2016~2017)

실수요처 사업내용 사업기간 설치 내역
서울특별시

도시기반본부

• 시립 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신축
통신망 구축

2017.11~2019.3.14 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신축 통신공사

패션고 •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 2017.12 방화벽 및 VPN 시스템 구축

영신금속공업㈜ • 보안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사업 2017.10 ~ 2018.09 보안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수행

청호나이스㈜ • 지능형악성코드 차단 솔루션 구축 사업 207.09 시스코 SourceFire IPS - AMP Solution 구축

대일CFT(주) • 신공장 무선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사업 2017.8 공장 자동화 네트웍 INFRA 구축 건

한국철도공사
• 경부선 서울역 역무자동화설비 신설

기타공사
2017.04~05 역무자동화설비 신설 정보통신 공사

이너인포㈜ • 사옥 이전 네트워크 구축 공사 2017.02 네트워크 케이블링 시스템

한국바이린㈜ • KPI Visualization 시스템 구축 2017.03 네트워크 장비 납품 및 설치

영신금속공업㈜ • POP 시스템 구축 2016.12 네트워크 케이블링 시스템

삼진화스너㈜ • 공장자동화 정보통신공사 2016.11 네트워크 장비 및 무선 AP설치 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
청

• 국토관리시스템 네트워크 고도화 2016.10 네트워크 장비 납품 및 설치

ETRI •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 보안 적합성 검사 2016.10 네트워크 장비 보안 적합성 검사 기술지원

㈜청호나이스 • IoT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2016.07 네트워크 장비 납품 및 설치



23

세경네트웍스㈜ BUSINESS SOLUTION

Network Security

http://www.fortinet.co.kr/
http://www.fortinet.co.kr/
http://www.extremenetworks.com/index.aspx
http://www.extremenetworks.com/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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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세경네트웍스㈜는 ‘고객 중심적’ 마음가짐으로 항상 성실히 일 하겠습니다.”

세경네트웍스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5길 10, 삼화빌딩 5층

T. 02-522-4259 / F. 02-588-4259

http://www.sgnc.co.kr/

http://www.sgn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