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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개요

회사소개서

저희는 “종합정보서비스회사”로서 “고객의 목표를 저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Corporate

㈜ 일주지앤에스 (Goods And Service)

Establishment

2006년 6월 29일 (해당사업 종사 : 2001년 1월부터)

Capital

5억원

Employee

38명, HHI/HMC/DSME 등의 대기업 제조 IT 경험자 위주

Location

(본사) 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로 10-1번지, 률영빌딩 5층
Tel. 051-502-4570

Fax.051-502-4552

www.i-gns.co.kr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6번지, 신웅타워 12층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번지, 울산벤처빌딩 702호

Business Areas

SI Service / ITO Service / IT Consulting / IT Solution

Copyright

기업정보화 (중공업 및 자동차 산업 특화), 전자펜 솔루션 (i-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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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혁

회사소개서

지난 15년간 제조산업을 중심으로 기술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은 “기업용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기업”입니다.
2014
 현대자동차㈜, SK C&C, LG CNS 협력업체등록
 에너지사물인터넷ITRC 센터참여업체선정(부산대학교주관)
 현대기아자동차국내전체공장품질완결시스템통합개발팀단독업체선
정
 현대중공업전략적개발협력회사선정

2013
 정보통신공사업자격취득
 대우정보시스템㈜, 한국수력원자력협력업체등록

2012

2011

 현대오토에버㈜협력업체등록

 본사 이전 (경남 통영시→부산광역시)

2009

2010
 제9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업경쟁력 대상 수상

 기술연구소설립
 벤처기업인증/ ISO9001인증/ 기술혁신중소기업(INNO-BIZ)인증
 IT융합사업주관기업선정(지식경제부, 465백만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ERP/SCM/CRM부문)

 정보통신분야 중소기업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2008
 본사이전(울산광역시→ 경남통영시)
 현대정보기술㈜협력업체등록

2007
 경남사무소개소(경남통영시)
 성동조선해양㈜ IT Outsourcing 계약( ~ 2014년)

2001~2005

2006
 ㈜일주지앤에스 법인 설립 (울산광역시)

 ㈜ 윈정보기술 운영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비나신조선(베트남소재) ,
 SK㈜, LG화학㈜, GS-Nikko동제련㈜, POSCO㈜기술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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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구성원

회사소개서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업무지식을 충분히 갖춘 “IT 프로젝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엽 대표이사

김춘배 부사장
• 울산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

학력 (學歷)

• 부산우유 전산실

1993.03 경북대학교 통계학과 졸 (ROTC 31기)
2005.08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정보론 (석사)

• 한국후지쯔㈜ 영남사무소
• ㈜삼창정보기술 대표이사
• ㈜일주지앤에스 부사장

경력 (經歷)

황정연 상무

1995.07 ~ 2000.06

현대중공업㈜ 전산실 (조선생산관리시스템)

2001.01 ~ 2006.05
2006.06 ~ 현 재
2011.05 ~ 2013.02

㈜윈정보기술 COO (운영책임자)
㈜일주지앤에스 대표이사
㈜한국열교환기 경영관리본부장 겸임

• 대우조선해양 생산관리팀

• 대우조선해양㈜ 전산실 (대우정보시스템 소속)
• ㈜일주지앤에스 상무이사 (2006.08 ~ 현 재)

김재수 이사

대외활동 (對外活動)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IT융합분과위원회 분과위원
경남 유비쿼터스협회 회원
국립 창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외부 자문역
2010 지식경제전문가 위촉
(지식경제부장관 임명, 조선/IT분야)

• 영남대학교 수학과 졸 (이학사)
• 금오공과대학원 소프트웨어공학 (석사)
• 태평양금속㈜ 전산실
• ㈜일주지앤에스 이사 (2006.11~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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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

회사소개서

관리 및 영업인력 3명을 제외한 전원이 PM 혹은 시스템 개발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술 중심 기업”입니다.

대표이사
경영기획팀
기술연구소
•R&D
• Solution 확보
• Package 개발

• 인사, 회계, 재무
• 전략, 기획, 총무

COO (부사장 )

시스템 개발 2팀

시스템 개발 1팀
• Smart-ERP Solution
• 조선/해양/플랜트산업
• HHI / HMD / HSHI

•

시스템 개발 3팀

고객지원팀

• SI 개발 프로젝트
• 기타 대외 사업
• SK / 원자력 / 공공

• 전자펜솔루션 (i-FORMs)
• 자동차/일반제조산업
• HMC / KIA / 하이스코

• 영업 및 마케팅
• 시스템 유지보수
• 기술 및 운영 지원

구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타

합계

인원수

9

11

9

8

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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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수행 경험

회사소개서

대형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통해 “원활한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명

최종 발주처

사업기간

울산 2공장 도장검사 품질완결시스템

현대자동차㈜

2014.10 ~ 2015.03

해양사업본부 부자재 창고관리시스템

현대중공업㈜

2014.09 ~ 2014.12

엔진사업본부 완성품 물류추적관리시스템

현대중공업㈜

2014.09 ~ 2014.11

조선사업본부 특수선사업부 설계정보 통합관리 체계 구축

현대중공업㈜

2014.09 ~ 2015.07

화성 1공장 품질완결시스템

기아자동차㈜

2014.07 ~ 2014.12

울산테크노파크

2014.07 ~ 2015.02

기아자동차㈜

2014.06 ~ 2014.12

세화MP㈜

2014.06 ~ 2014.09

Aker Philadelphia Shipyard

2014.05 ~ 2014.09

현대중공업㈜

2014.05 ~ 2014.11

고리원자력발전소

2014.04 ~ 2015.03

울산 2공장 품질완결시스템

현대자동차㈜

2014.03 ~ 2014.07

엔진사업본부 품질관제시스템

현대중공업㈜

2014.02 ~ 2014.07

GENSS (최적항로 계산프로그램) 개발 참여

현대중공업㈜

2014.01 ~ 2014.09

울산테크노파크

2014.01 ~ 2014.09

SPP조선㈜

2013.11 ~ 2014.06

범용 프로토콜 전송 컨트롤 시스템 개발 과제 수행
기아차 전사 품질완결시스템 통합 개발 프로젝트
용접검사관리 시스템

자재코드관리 및 BOM 시스템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변압기통합최적설계계산시스템

통합 사이버 관제 서비스 용역

전자펜 멀티충전기 및 자가진단기 개발 과제 수행

신인사관리시스템 및 중일정시스템 구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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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수행 경험

회사소개서

프로젝트명

최종 발주처

사업기간

현대중공업㈜

2013.11 ~ 2013.12

현대삼호중공업㈜

2013.10 ~ 2014.02

아산공장 품질완결시스템

현대자동차㈜

2013.08 ~ 2014.05

해양사업본부 제작검사관리시스템 참여

현대중공업㈜

2013.07 ~ 2014.04

플랜트사업본부 용접재 창고관리시스템 참여

현대중공업㈜

2013.05 ~ 2013.10

㈜대동

2013.05 ~ 2014.04

설치 케이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울진원자력발전소

2013.05 ~ 2013.06

Jurong 조선소 강재적치시스템 구축 (브라질, 싱가포르)

Jurong Shipyard

2013.01 ~ 2013.09

풍성덴소전자 MES 프로젝트 참여

덴소풍성전자㈜

2013.01 ~ 2013.06

㈜KHE

2012.10 ~ 2013.02

현대자동차㈜

2012.06 ~ 2014.02

한국열교환기㈜

2012.05 ~ 2012.09

부산우유

2012.05 ~ 2012.08

주조조건 모니터링 시스템

현대파워텍㈜

2012.01 ~ 2012.07

해양사업본부 용접재 창고관리시스템 참여

현대중공업㈜

2011.12 ~ 2012.04

KT&G㈜

2011.05 ~ 2011.12

현대중공업㈜

2011.03 ~ 2011.05

해양사업본부 배관제작 업무개선 컨설팅 참여
통합 중일정 시스템 구축 참여

전사 생산관리시스템 구축 참여

PI 프로젝트 및 생산실행관리시스템 구축
울산 3공장 품질완결시스템
설계공정관리시스템
간이 정보전략계획 (ISP) 수립 컨설팅 프로젝트

경영정보시스템 향상프로젝트 참여
해양사업본부 블록운반 GIS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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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수행 경험

회사소개서

프로젝트명

최종 발주처

사업기간

비와이㈜

2010.06 ~ 2011.04

SLS조선㈜

2009.09 ~ 2009.11

성동조선해양㈜

2009.06 ~ 2010.03

지식경제부

2009.05 ~ 2010.04

정반배치시스템 (대조립, 판넬조립)

성동조선해양㈜

2009.05 ~ 2009.12

Tribon CAD System Library 구축

성동조선해양㈜

2008.10 ~ 2009.06

용접장 자동산출시스템

성동조선해양㈜

2008.09 ~ 2009.03

2야드 생산관리시스템

성동조선해양㈜

2008.08 ~ 2009.04

삼성중공업, 성동조선해양㈜

2008.07 ~ 2010.03

진세조선㈜

2008.07 ~ 2008.12

성동조선해양㈜

2007.11 ~ 2008.07

블록생산관리시스템

성동산업㈜

2007.10 ~ 2008.06

도면출도관리시스템

성동조선해양㈜

2007.07 ~ 2008.05

신조선종합정보시스템 (영업,설계,생산,자재,품질,구매,안전환경,총무)

성동조선해양㈜

2006.08 ~ 2007.09

전사 종합 생산정보시스템
설계공정관리 System

재무 ERP와 Legacy Interface 작업 (Oracle)
중소조선소 강재관리패키지 개발

전자문서암호화(DRM) 참여
강재관리시스템

치공구류 운영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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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인증 및 수상 현황

회사소개서

특정 업무에 의한 “자체적인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등록 현황
1

조선산업 종합정보시스템

2

조선산업 전자협업시스템

3

조선산업 강재관리시스템

4

블록생산관리시스템

2008년 5월 16일 등록

2008년 5월 16일 등록

2009년 7월 6일 등록

2009년 7월 6일 등록

대외수상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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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분야 지식경제부 장관상
벤처기업협회 (2009.12.29)

2

제9회 대한민국 SW기업경쟁력 대상
ERP/SCM/CRM 분야 우수상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0.02.24)

7. ㈜일주지앤에스의 장점

회사소개서

고객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인 “정보화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경험과 기술 보유

제조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대기업에서 인정하는 기술력과 성실성과
다양한 업무와 규모의 프로젝트 다수 수행

제조산업의 각종 업무 프로세스와 특징, 기업문화들을
이미 경험하였기에 사전에 적극 대체가 가능

중대형 프로젝트 수행역량 보유

업무 프로세스와 산업 특징을 이해

•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기술과 성실성 갖춤

• 제조업(수주, 양산)의 업무 특징을 업무별로 충분히 이해

• Project 방법론 및 철저한 품질관리 기준 보유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현대자동차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 경험 다수 보유

•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표창, 지식경제부 장관상 등 대외

• 제조기업 내부의 독특한 기업문화를 이해하고 있음

공신력 보유와 대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

지속적인 파트너십

종합적인 IT 서비스 가능
정보시스템 구축(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IT 전반의
컨설팅과 통합된 형태의 기술 제공이 가능

근거리 밀착 지원과 경영영속성 보장으로 고객과
장기적인 협력관계가 가능함

One-Stop Service 제공

장기적이고 고객 밀착된 향후 지원 가능

• 서버, 백업,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보안 컨설팅/구축

• 근거리 지원 가능 : 부산/서울/울산사무실

• 고객사 IT 전체업무의 통합적 아웃소싱 혹은

• 14년간 안정적 기업운영으로 서비스중단 위험 없음

기술서비스 제공이 가능

• 지속적인 학습과 프로젝트 적용으로 최신 기술 보유

•시스템 구축과 업무컨설팅도 가능한 구성원 보유

• 유지보수 서비스 : 성동조선해양, 현대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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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지앤에스는 항상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의 목표가 바로 저희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