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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센 그룹

1 회사 개요 01. 그룹 사업전략

컨설팅&솔루션사업부문 모든 기업들이 고민하는 새로운 서비스 사업으로의 디지털 전환의 방향을 컨설팅 및 데이터 기반 플랫폼 사업 구현

솔루션 설계

IT서비스사업부문 기업들의 디지털 사업실행을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삼단계 레이어 별 서비스 사업 수행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 클라우드 IT 인프라 구축 /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운영)

투자사업부문클라우드 사업 환경에 대한 이해와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새로운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전략적 투자 사업 실행 및 Web3.0 기술 기반의 토큰 이코노미 구조에서의 탈 중앙화 데이터 시장에 대한 선제적 사업 투자 수행

DIGITAL 
TRANS-
FORMATION 
LEADER

리로소프트

IT서비스
사업부문

투자
사업부문

컨설팅&
솔루션
사업부문

KGE HOLDINGS

크레더BPMG

리테일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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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컨설팅 주사업자

회사 개요 02. 그룹 성장사1

DIGITAL
TRANSFORMATION
LEADER
기술과 신뢰,
열정으로 만들어 온
아이센그룹의 역사

· ㈜지에스퍼포먼스 창립

· ㈜아이티센시스템즈 상호변경

· 한국 IBM Premier Business
Partner 계약체결

2005

· IBM Partner World 2007

Award 수상

· IBM MABP (P-series, X-series 획득)

· 교육정보화 우수기업 표창 수상

2007

· 경영혁신 (Main-biz) 중소기업
인증

2008

태동기

성장기

1차 도약기

2차 도약기

· 우수 중소기업 선정(기업은행)

· ISO 9001 인증(TCL)

2009

· IBM Information Management
Rookie of the Year 수상

· 기술혁신형(INNO-BIZ)

· 중소기업 인증획득(중소기업청)

· 기술혁신대상 수상(대한상공회의소)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인증(서울특별시)

2010

· IBM Beacon Awards “Overall

Technical Excellencㅁe” Winner 
수상

· 벤처 1천억 기업 선정(중소기업청)

2011

· 고용우수 중소기업수상(중기회)

· 구 ㈜비티씨정보통신
(현 소프트센) 인수

· IT이노베이션 대상 지경부
장관상 수상

2012

· 중소기업유공자 중소기업청장표창
수상

· 코넥스 상장(7월)

2013

· ㈜아이티센시스템즈→ ㈜아이티센
상호변경

· 코스닥 이전 상장(12.23)

2014

· ㈜씨큐센 인수(지분 33.45% 보유)

· ㈜굿센 인수(지분 41.60% 보유) 

2015

· ㈜에스엔티씨 인수

· 사회적책임 경영대상(기획재정부)

·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관계사
편입

2016

회사설립 및 사업기반 확립

공공부문 SI인프라 구축

4차 산업 선도기업

· 쌍용정보통신 인수

· 연결기준 매출 2조 돌파

2020

· ㈜소프트센 매각

· 연결기준 매출 1.5조 돌파

· 마이팻씨엔제이 관계사 편입

· 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 설립

2019

· ㈜콤텍시스템 인수

· ㈜콤텍정보통신 인수

· ㈜한국금거래소 쓰리엠 인수

2018

· 김동연 경제부총리 공식 방문

· 서비스산업 유공 경제부총리 표창

2017

· 클라우드 전문 그룹으로 탈피

· 연결기준 매출 3조 돌파

2021

· 신성장 사업 투자 및 발굴 진행

(블록체인, NFT, ICO 등)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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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개요 03. 이사회 소개

강진모 회장

산업계 경력

• ㈜다우기술(‘93~’97)

• ㈜열림기술(‘98~’02)

• ㈜아이티센(‘05~現)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 회장 취임(‘16~’17)

• 現 아이티센그룹 회장 및 이사회

의장

박진국
부회장

산업계 경력

이태하
부회장

이경일
부회장

• LG 그룹 (’86~’87)

• ㈜LG CNS (’87~’17)

• ㈜아이티센(‘17~現)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 취임 (‘18~現)

• ㈜대우통신(’90~’98)

• ㈜한솔텔레콤 (’98~’03)

• ㈜아이티센(‘06~現)

• 아이티센그룹 CFO

• ㈜한국 IBM

• 코마스(주) 

대표이사(’04~’15)

• 대우정보시스템(주)대표이

사(’15~’19)

• ㈜아이티센(’19~現)

산업계 경력산업계 경력

• PwC 컨설팅글로벌 파트너 (’90)

• IBM 컨설팅 한국법인 대표이사

(’05)

• IBM 뉴욕본사 전세계 전자

IT산업

컨설팅 총괄리더 (’08)

• AT커니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이성열
부회장

산업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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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개요 04. Vision & Mission

세상 모든 Service에 Digital Value를 부여하는 국내 대표 그룹
DIGITAL TRANSFORMATION LEADER, ITCEN GROUP

Vision

핵심 시장
지배력 강화

글로벌 시장 및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여 핵심 시장에서

요구하는 해답을 선제적으로 제시

시장
수평 확장

핵심 시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영역(Industry) 확대

IT기술
수직 확장

보유 기술의 솔루션화,
플랫폼화, 브랜드화를 통해
고객 확대 및 기업가치 제고

시너지
극대화

계열사 간 시장, 기술, 마케팅,
파트너쉽 역량을 공유 및 융합하여

강력한 시너지 창출

Mission 1 Mission 2 Mission 3 Mission 4

Mission
기술과 사람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세상의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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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개요 05. 그룹 경영철학 및 핵심가치

業을 통하여 회사의 가치를 창조하고
고객과 더불어 발전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

창의Creativity 열정 Energy 봉사National
service

• ICT사업의 수직계열화

• 솔루션유통 → Infra SI → 업무개발(AP) SI

• Infra 유지보수 → 업무개발(AP) 유지보수

• ITO(아웃소싱)의 영역 확대

• 하도급 → 엔드유저 입찰

• 4차 산업 기반 역량 확보

• IT서비스시장의 수평계열화

• M&A를 통한 시장확대

• 새로운 산업에 대한 IT Service 추진

•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4차산업 Convergence

• 일하는 방식의 창조적 혁신

• 신뢰와 소통기반의 기업문화 구축

• 고용창출 및 사회적 기여

경영철학 및 핵심가치 영상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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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시장 확대

금융

B2B 시장
개척

Vertical
Expansion

제조서비스

바이오SoC

물류

1 회사 개요 06. 성장 전략

시장 수평계열화

공공SI

Market Expansion

공공시장
확대

Core Market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Market developmentMarket expansion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교육부/국방부/행안부/국세청 공공 SI 영역에서 M&A를 통해
타 분야 및 민간 시장 영역으로 스펙트럼 확장

 행정분야

 문화관광분야

 R&D분야

 금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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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개요 06. 성장 전략

공공 SI 사업을 통해 누적된 IT 기술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보유 기술의 솔루션화, 플랫폼화, 
브랜드화를 실현하고 IT시장 전반에 차별화된
첨단 IT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여
Total IT Service Provider로
기업 이미지 혁신 및 기업가치 제고

IT 기술 수직계열화 Identity Expansion

공공SI
AP개발NI

인프라S
I

IT
서비스

솔루션
판매

패키징
판매

플랫폼
구축

브랜딩

Horizontal
Expansion

Identity
Development

Identity
Expansion

솔루션화 보유 기술을 단위 당 판매가 가능한 S/W로 제품화

패키징
제품화된 다수의 솔루션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
시장 경쟁력 제고

플랫폼화
다수의 솔루션을 고객이 쉽게 접근/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브랜딩
솔루션과 플랫폼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상승시켜
시장 내 지위를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확보

수직 성장 주요 전략

IT 기술
첨단화

IT 서비스분야
개척

 Cloud

 AI

 Big data

 IoT

Core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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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개요 06. 성장 전략

시너지 극대화

그룹이 보유한 IT기술의
수직계열화와 수평적
시장 지배력을 융합하여
시너지 를 극대화한
ViSION 과 기업 문화를
공유하여
최고의 ONE ITCEN 
GROUP으로 도약

기술
브랜드화

솔루션
및

플랫폼화

기술
고도화

글로벌
파트너쉽

공유

기술력
융합

전문
인력
공유

그룹사
VISION

사내
문화
융합

글로벌
기업 경영

사회적
책임

국가 및
지역사회
에 기여

인류
공영에
기여

국내 S/W 시장 국내 IT서비스 시장공공 SI 시장 세계 IT서비스 시장

SI, NI 기술

Cloud, AI,
Bigdata

Solution,
Platform

Brand

Maximize sy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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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비전벤쳐스

25%
수앤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

관계회사

1 회사 개요 07. 그룹 지배구조도(연결)

아이티센 그룹

구분 콤텍시스템 쌍용정보통신 한국금거래소 시큐센 굿센

사업영역
클라우드 인프라 및
언택트, NI 전문기업

클라우드 전환/구축/
운영, 국방, 스포츠

금유통 및 귀금속
제품 제조기업

바이오전자서명
기반 핀테크 보안

전문기업

ERP, 경영관리 솔루션
등 비즈니스 솔루션 파

트너전문기업

매출액 2,369억원 1,102억원 10,759억원 160억원 90억원

자산총계 3,433억원 1,317억원 1,510억원 126억원 286억원

순자산 1,565억원 437억원 896억원 62억원 118억원

지분율 25.0% 37.1% 67.2% 30.1% -

주요 계열사 현황

종속회사

콤텍 시스템

25.0%

종속회사

쌍용정보통신

37.1%

종속회사

시큐센

30.1%

KOSDAQ KONEX 벤처기업KOSPI

특화된 전문성과 시너지 기반의
지속 성장이 가능한 조직 구축

종속회사

한국거래소쓰리엠

67.2%

종속회사

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

종속회사

한국금거래소
종속회사

씨플랫폼

종속회사

콤텍정보통신

67.2%

KONEX

종속회사

클로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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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개요 08. 연결실적 포트폴리오

사업 효율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시너지 극대화

매출액

1,108억원

매출비중

8.6%

주요사업

• 5G, Cloud, 언텍트(금융기관 및 SOC 
등)

콤텍시스템

매출액

1,102억원

매출비중

8.6%

주요사업

• Cloud 구축 및 운영(공공, 민간, 국방, 
스포츠 등)

쌍용정보통신

80.4%

매출액

10,328억원

매출비중

주요사업

• 금 및 쥬얼리 유통

한국금거래소

매출액

153억원

매출비중

1.2%

주요사업

• 공공 Site 및 신성장사업

아이티센

1.2%

매출액

160억원

매출비중

주요사업

• 바이오 인증기반 핀테크 보안

시큐센



주요 그룹사 경영실적

01  아이티센

02  콤텍시스템

03  쌍용정보통신

04  한국금거래소

05  굿센

06 시큐센

2
Chapter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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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ANSFORMATION
PARTNER

2 경영실적 01. 아이티센 경영 실적

• 회사명 주식회사 아이티센

• 대표집행임원 박 정 재

• 설립일 2005. 05. 10

• 시가총액 997억원

• 순자산총액 2,401억원

• 자산총액 6,867억원

• 자본금 100억원

• 임직원수 170명

• 주요사업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투자 및 신규사업 등

• 본사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3 아이티센빌딩

• 웹사이트 www.itcen.co.kr

변화와 혁신으로 고객의 성공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통해 국내 최고의 IT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아이티센

1690

5492

15424

22751

32809

31

83 241 146 313

흑자전환

168%
190%

-39%

114%

5개년 경영실적(연결)

매출액
영업이
익영업이익성장률

주주 현황

전환사채 등 지분희석 가능성

구분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등 4,739,660주 22.00%

우리사주조합 161,505주 0.81%

기 타 15,006,168주 75.38%

합 계 19,907,333주 100.00%

구분 주식수 지분율

전환사채 3,246,239 16.31%

주식매수선택권 - -

합 계 3,246,239 16.31%

2017 2018 2019 2020 2021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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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IT Service

2 경영실적 02. 아이티센 주요 사업

컨설팅부터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IT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활발한 IT 비즈니스 전개

REFERENCE

사업발굴
사업개발
(사업계획)

사업발주

제안 및
수주활동

이행

정보시스템에 관련한
종합적인 관리 활동 서비스

IT Outsourcing

각종 운영 서버, 백업 시스템,
스토리지 서버 등 유지보수

Server Maintenance

방화벽, VPN 등 네트워크
보안장비 유지보수

Network Maintenance

개인사용 데스크탑 컴퓨터 및
맥킨토시 주변기기 유지보수

Desktop Maintenance

고객시스템 관리에 맞는 인력파견

Staffing Service 인력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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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INFRA SERVICE 
PROVIDER

2 경영실적 03. 콤텍시스템 경영 실적

• 회사명 ㈜콤텍시스템

• 대표집행임원 권 창 완, 김 완 호

• 설립일 1983. 09. 01

• 시가총액 1,126억원

• 순자산총액 1,676억원

• 자산총액 3,491억원

• 자본금 605억원

• 임직원수 516명

• 주요사업
클라우드 및 언텍트 인프라구축, 네트워크통
합 등

• 본사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43 (대림동)

• 웹사이트 www.comtec.co.kr

검증된 ICT 전문가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및 언텍트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통합 구축 및 솔루션 제공 등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전문회사입니다.

콤텍시스템

5개년 경영실적(연결)

전환사채 등 지분희석 가능성

구분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등 30,262,867주 25.00%

우리사주조합 10,695,271주 8.84%

기 타 80,093,328주 66.16%

합 계 121,051,466주 100.00%

구분 주식수 지분율

전환사채 - -

주식매수선택권 - -

합 계 - -

주주 현황

1425
1252

2388 2386

3825

22 32 31 17 173

47% 45% -6% -43%

918%

2017 2018 2019 2020

매출액
영업이
익영업이익성장률

2021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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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실적 04. 콤텍시스템 주요사업

금융권 중심 IT 비즈니스 & ITO 서비스 제공

REFERENCE

언택트 / 5G Cloud Infra

ITO 사업

• 영상 회의 솔루션 제공
(CISCO Webex)

• 고객센터(IPCC) 운영/관리 솔루션제공
• 5G 전송장비망 MA 사업

• SDDC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업 확대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 데이터 센터)

• 금융권 Private 클라우드 구축 서비스 제공
•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
• HW, SW가상화 기반 서비스 제공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 가상화 SW기반 솔루션 제공
• 서버 가상화 솔루션 구축 및 제공
• 통합 운영 서비스 제공

차세대 NI
(Cloud)

언택트 / 5G

• 고객맞춤형 IT Outsourcing 컨설팅 서비스
• 각종 운영서버, 스토리지, 백업시스템,
네트워크, 개인 데스크톱 유지보수

• 전문 관리 인력 파견

ITO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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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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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CLOUD 
NATIVE COMPANY

2 경영실적 05. 쌍용정보통신 경영 실적

• 회사명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

• 대표집행임원 신 장 호, 강 승 우

• 설립일 1981. 07. 01

• 시가총액 609억원

• 순자산총액 456억원

• 자산총액 1,359억원

• 자본금 320억원

• 임직원수 1,187명

• 주요사업 클라우드 전환/구축/운영, 솔루션 및 컨설팅 등

• 본사주소 서울시 중구 수표로 34 씨티센터타워

• 웹사이트 www.sicc.co.kr

1981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SI 전문기업으로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출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공, 스포츠, 국방, 민간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쌍용정보통신

5개년 경영실적(연결)

전환사채 등 지분희석 가능성

구분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등 23,705,614주 37.06%

우리사주조합 4,418,895주 6.91%

기 타 35,839,525주 56.03%

합 계 63,964,034주 100.00%

구분 주식수 지분율

전환사채 - -

주식매수선택권 - -

합 계 - -

주주 현황
2017 2018 2019 2020

매출액
영업이
익영업이익성장률

적자전환

흑자전환

-83%

적자전환
흑자전환

2021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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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실적 06. 쌍용정보통신 주요사업

REFERENCE

국방

• 전장관리 및 무기체계 실시간 처리 솔루션
• 한국군 고유 전술 데이터 링크 운용 솔루션
• 육/해/공군 및 국방부, 합참의 시스템 개발사업

• 고객 맞춤형 클라우드 시스템
- 클라우드 컨설팅 서비스
-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를 위한 전문 솔루션
공급
(시스템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망분리, 
가상화, 클라우드, DBSM, 백업, 보안 등)

Cloud

• 다양한 글로벌 벤더사의 서버 및 스토리지
공급 파트너십 보유

• 최적화된 시스템 통합과 유지관리
• 전국망 유지보수 조직 운영
• (성능관리, 장애관리 솔루션)

SI/ITO

민간·공공 전 영역을 커버하는 Cloud 전문 기업

국방

스포츠

SI/ITO

Cloud 스포츠

• 국제종합대회/국제행사 컨설팅 및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 클라우드 기반 대회종합 정보 시스템
(관리, 지원, 정보제공 등 종합 운영 시스템)

• 경기장/행사장 IT 시설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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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귀금속 거래 부문
1등 브랜드

2 경영실적 07. 한국금거래소 경영 실적

• 회사명 ㈜한국금거래소

• 대표이사 김 안 모

• 설립일 2007. 10. 11

• 순자산총액 822억원

• 자산총액 2,127억원

• 자본금 1억원

• 임직원수 98명

• 주요사업 귀금속 제조, 귀금속 거래, 전자상거래 등

• 본사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28

• 웹사이트 www.exgold.co.kr

• 회사명 ㈜한국금거래소

실시간 시세 정보를 제공하여 귀금속 거래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통해 귀금속 전반에 걸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귀금속 전문기업입니다.

한국금거래소

5개년 경영실적(연결)

구분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등 7,254주 67.25%

김안모 1,766주 16.37%

김윤모 1,766주 16.37%

합 계 10,786주 100.00%

구분 주식수 지분율

전환사채 - -

주식매수선택권 - -

합 계 - -

15042

11363 11797

18237

26814

129 63 184 180 178

54%

-51%

192%

-2% -1%

2017 2018 2019 2020

매출액
영업이
익영업이익성장률

(단위 : 억원, %)

전환사채 등 지분희석 가능성

주주 현황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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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실적 08. 한국금거래소 주요사업

정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No.1 귀금속 전문기업

귀금속 분야
(국내)

귀금속 분야
(해외)

산업체
분야

주얼리
분야

REFERENCE

• 원재료 유통 사업
- 도금제 화합물 및 산업용 원재료

• 기업 특판 사업
- 근속메달, 패 제작 및 유통

• 순금 등 귀금속 기념품 및 주화 제작 및
판매

산업체 분야

• 직영점 운영
- 엠브로, 골드쉘, 한국금거래소

• 주얼리 유통 가맹 사업 운영
- 골드쉘 , 한국 금거래소

• DIA 전문 매입 및 판매

주얼리 분야

• 국내 유통사업 : KRX금시장, 전문
도소매

• 정련사 및 제련소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 조달 사업

• 금융권 및 가맹점 기반 위탁 판매
• 귀금속 온라인 유통 사업

귀금속 분야 (국내)

• 해외 수출 사업 : J-Maker 및 전문 유통사
• 해외 수입 사업 : 제련소 및 전문 유통사
연계

귀금속 분야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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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BUSINESS PARTNER
FOR ENTERPRISE

2 경영실적 09. 굿센 경영 실적

• 회사명 ㈜굿센

• 대표이사 박 연 정

• 설립일 2004. 09. 30

• 시가총액 426억원

• 순자산총액 134억원

• 자산총액 314억원

• 자본금 117억원

• 임직원수 109명

• 주요사업 내부통제 및 ERP 개발 공급, IT컨설팅 등

• 본사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3 아이티센빌딩

• 웹사이트 www.goodcen.com

건설업 ERP 시장점유율 1위(도급순위 100위 이내) 기업으로
경영관리, 내부통제, K-SOX 솔루션 등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경영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굿센

5개년 경영실적(별도)

전환사채 등 지분희석 가능성

구분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등 366,035주 14.17%

기 타 1,036,845주 40.13%

자사주 1,180,925주 45.70%

합 계 2,583,805주 100.00%

구분 주식수 지분율

RCPS 383,326 20.82%

주식매수선택권 - -

합 계 383,326 20.82%

주주 현황

241

60
81 81

247

-4

-40
-11 -17

15

2017 2018 2019 2020

-140%

-900%

73%
-55%

흑자전환

매출액
영업이
익영업이익성장률

2021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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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실적 10. 굿센 주요사업

ERP, K-SOX 등 기업 전문 솔루션 사업 영위

건설 및
글로벌
ERP

경영관리
솔루션

REFERENCE

• 도급순위 100위 이내 시장 점유율 1위
• 대형건설사/중소건설사 ERP Full Line Up  
• 대한민국 SW 기업경쟁력 ERP 최우수상 (2007)
• Worldwide Partner Conference 2008 Award
• 2004년 대림I&S ERP 부문 분사(14년 업력)
• 인력의 90% 이상 건설 특화 전문인력
• Canias ERP (SAP 호환 Global ERP) 독점 공급

건설 및 글로벌 ERP

• 경영관리 자체솔루션(ICM/EPM/Compliance) 
보유

• K-SOX 자동화 모듈 개발 및 확산
• 전사 자원관리 및 실행관리 솔루션(AEO 
인증)

• PaaS, SaaS 기반의 ERP 클라우드 제품 체계
구축

• 4대회계법인 파트너를 통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업공급

경영관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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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TECH SECURITY
TECHNOLOGY
SPECIALIST

2 경영실적 11. 시큐센 경영 실적

• 회사명 주식회사 시큐센

• 대표이사 이 정 주

• 설립일 2011. 11. 25

• 시가총액 286억원

• 순자산총액 59억원

• 자산총액 113억원

• 자본금 101억원

• 임직원수 96명

• 주요사업 바이오 전자서명, 핀테크 보안솔루션 등

• 본사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43 (대림동)

• 웹사이트 www.secucen.com

생체정보인식기반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 서비스와 모바일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금융 시스템 구축 및 정보보호 서비스
제공을 주력으로 하는 핀테크 보안기술 전문기업입니다.

시큐센

5개년 경영실적(별도)

전환사채 등 지분희석 가능성

구분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등 3,607,500주 37.94%

기 타 5,901,532주 62.06%

합 계 9,509,032주 100.00%

구분 주식수 지분율

전환사채 - -

주식매수선택권 - -

합 계 - -

주주 현황

65

111

155 149

219

3

3

-8

2

5흑자전환 0%
적자전환

흑자전환

150%

2017 2018 2019 2020

매출액
영업이
익영업이익성장률

2021

(단위 : 억원, %)



27

2 경영실적 12. 시큐센 주요사업

바이오 전자서명, 모바일 보안 등 핀테크 전문 기업

바이오 전자서명
·인증 사업

모바일
보안 사업

REFERENCE

• 바이오 전자 서명·인증
- DocuTurst Ⅲ (TTP 기반 전자서명 솔루션)
- EdgeBio ( 안면인식 기반 전자서명·인증 솔루션)
- SECUBIO ( 바이오 정보보호 플랫폼)

• 글로벌 진출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바이오 전자서명
- 블록체인 기반 TSA

바이오 전자서명·인증 사업

• 모바일 보안 솔루션 및 서비스
- 앱 위변조 방지 솔루션 (AppIron)
- AppIron 키패드
- 공인인증 PKI Toolkit
- ARS 2채널 인증서비스
- 로그인 도용방지 서비스

• 글로벌 진출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바이오 전자서명
- DB암호화 (EdgeDB)
- 구간암호화 솔루션
- 방화벽 정책관리 솔루션

모바일 보안 사업

• ITO 서비스
• 브랜치 & 전자 창구
• 차세대 금융 시스템
• 전사전문관리 솔루션
• 보안플랫폼 및 컨설팅·보안진단

디지털 채널 서비스 구축 사업

디지털 채널
서비스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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