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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Core IT(코아아이티)는 ICT의핵심이라는Core의의미로서, 고객의목표달성및전략을실현하는

IT솔루션/서비스를제공하여고객의비즈니스경쟁력을높이고비즈니스혁신을지원하는Value Partner입니다.

자본금 2억원

사업영역 IDC운영, 솔루션 개발, SI, NI, ITO 
서비스, IT Consulting

주소
[본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4로 8-6

연락처 Tel. 043-900-0120           
Fax. 043-218-0120

설립일

2012.04.02.

대표이사

신동용

회사명

주식회사 코아아이티

직원수

60명



2. 사업영역

Core IT(코아아이티)는웹기반소프트웨어개발, BI생물정보, 산업별특화된 IT 아웃소싱, 보안컨설팅,

인터넷데이터센터서비스등주요 5개서비스분야에대하여고객의비즈니스혁신을지원하고가치를창출하는

종합 IT서비스를제공합니다.

Bio Informatics

생물정보 시스템 개발

IT Outsourcing

IT 시스템 운영관리서비스

Network Security

N/W /  NGFW / 보안컨설팅

Internet Data Center

IDC 서비스

Web Based Development

Web 솔루션 개발 코아IT의
경쟁력은

기술입니다. 

BI

ITO
Devel

opment

IDC
N/W & 

Security



3. 조직 및 인원

CEO
대표이사

기획팀 경영지원팀 영업팀 기술팀

SI기획

SI영업

설계·분석

컨설팅

재무·회계

경영지원

인사관리

청구및수납

영업팀 IDC 관리

ITO 관리

N·W, 보안

기업부설연구소

고객사의비즈니스상황에최적화된정보기술을경영/전략적차원에서적절하게제공할수있도록5개분야6팀으로

구성하여빠르고능동적으로대응하도록조직되어있습니다. 또한다양한사업수행을통해얻은전문기술과노하우를겸비한실무

경험자위주의우수인력과기술지원체제를보유하고있습니다.

SI개발팀

개발1팀

개발2팀

개발3팀

디자인팀



3. 조직 및 인원

시스템 네트워크

디자인

개발

경영지원

영업 및 기획

90%

구분

총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시스템
네트워크

15

2

2

5

5

디자인 개발 합계경영지원
영업및
기획

6

1

3

2

19

3

3

4

7

2 18

2

1

6

60

7

7

12

20

기술

인력



4. 비전 및 가치

Vision

비즈니스혁신을
지원하는 Value 파트너

Value Partner Leading Business 
Innovation

임직원이 함께 성장하고

항상 웃는 회사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화된

역동적인 회사

Mission

서비스 중심의 사람이

우선인 회사

Value

창의적으로

혁신적인 최상의

서비스 제공

전문성과

열정으로똘똘

뭉친 직원

고객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 & 

고객 감동 도출



5. 주요 연혁

2012

(주)코아아이티설립

벤처기업인증

창업선도대학실전창업리그우수상

R&D기반생명정보통합DB구축

연구개발

보안통신시스템특허등록

(제10-1190599)

2013

ISO9001 인증획득

정부3.0 자문위원

생명정보관련SW 3건저작권등록

2014

충청북도고용우수기업선정

기업부설연구소설립

ISO27001보안인증취득

2015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여성가족부가족친화기업인증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표창

Van-ERP GS 품질인증

2016

Sonicwall 파트너체결

한기술보안스위치파트너체결

맨텍MCCS파트너체결

KDDI코리아 보안서비스 런칭

2017

Sonicwall Platinum파트너체결

엘비텍EMC전략파트너체결

원격감시및제어용인터페이스

장치 특허등록

현대HCN Hy-Biz보안서비스

공급체결

2018

고용노동부강소기업선정

여성친화일촌기업협약

충북대학교 공동훈련센터 보안

전문가 교육 개설

기술혁신형 이노비즈 인증

㈜소프트상상 합병

2019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Ruckus 파트너 체결

Cisco 파트너 체결

충북대학교 공동훈련센터 HA 및 Cloud 

교육 개설

충북 빅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참여

한국산업연수원 인력채용 MOU 협약체결

제니엘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협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

2020

고용노동부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

고용노동부강소기업선정

한드림넷골드파트너체결

충북대학교링크사업단

대표가족회사협의체참여

여성가족부가족친화인증기업선정



6-1. Business Field(SI)

소프트웨어 개발

고객이요구하는작은부분까지생각합니다!

코아IT 소프트웨어개발방법론을통한개발노하우, 디자인, 경험을

기반으로고객이요구하는작은부분까지생각하는최고의

소프트웨어를제공합니다.

기업정보화소프트웨어개발 / GIS 시스템개발

홈페이지, 쇼핑몰등CMS(Content management System)을통해

제공합니다.

ERP, 품질관리시스템, SCM, CRM, 문서관리등중소기업의맞춤형

기업정보화소프트웨어를구축제공합니다.

개발노하우 디자인 경험



6-2. Business Field(BI) 

Bio Informatics

코아IT는 "생물자원"에대한이해력과 탄탄한기술력을바탕으로생물자원정보화사업의대표기업이라는목표를향해성장해가고있으며, 

기업내BIO R&D 부설연구소를운영해BIO시스템개발분야의기술력을발달시키고, 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해노력을하고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및 생물주권의법률 이해와 BIO 정보화 분야 전문인력과함께 BIO Knowledge와

SW Technology를결합한 "BIO TECH"업체로 성장하겠습니다. 

국가생물종목록정보시스템 담수생물다양성통합정보시스템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시스템 생명연구자원정보시스템

생물자원유용성DB 구축 ANTOS 데이터베이스 자생생물전통지식확보및특허분석시스템

BIO SW
개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시스템

국립생물자원관 생명공학연구원 K-BIO ABSCH시스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6-3. Business Field(ITO)

ITO (IT Outsourcing)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고품질의 IT서비스

고객사의정보시스템(PC, 인터넷, 서버, 방화벽, 소프트웨어관리등)의일부또는전부에대해컨설팅을통한One-stop 위탁유지보수를제공하는

서비스를지원해드립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시스템운영
서비스

Help
데스크

컨설팅
서비스

데이터센터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계획수립/설계 도입/구축 운영/유지보수 반영/개선

기업은 자체 IT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적 어

려움 및 비용적 부담과 함께 장애 발생 시

지연된 처리로 인한 업무 손실의 위험에 노

출되어 있음

고객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객사의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CoreIT

에서 운영 관리하는 Total IT Outsourcing

서비스를 제공

ITO Total Service

기업의 제반 IT환경과 관련된 기술, 시스템, 

인력, 서비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효과적인해결이 가능하며 서비스 질적 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함

Benefits

보안관리

기술지원

모니터링 설치지원

컨설팅 리포팅

운영지원 백업복구

One-Stop
Management

Customer Situation



다양한 보안위협에대비하는 차세대UTM 보안서비스와 취약점 점검을 통한 전문 컨설팅

코아IT는26년간보안을연구한세계최고의차세대UTM  "                         " Platinum Partner로써전문적인보안서비스를제공합니다. 

6-4. Business Field(Security)

보안 컨설팅 / 서비스

안정적인성능을제공하기위한특허기술(RF-DPI)

멀티코어(Multi-Core) 기반프로세스처리
TZ Series NSA Series

애플리케이션 및 사용자를 인식하며, 사용자/그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소/최대 대역폭 할당

및 우선순위 할당 등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모니터링

하는 "자동화된 차세대 방화벽"

혁신적인 멀티 코어 아키텍처와 특허 기술인 Reassembly-Free Deep Packet Inspection®(RFDPI)

기반의 싱글 패스 위협 차단 엔진이 통합 적용

파일사이즈에 제한 없이 최고 수준의 초당 연결 속도 제공, 포트 및 프로토콜에 관계 없이 모든 트래픽 감시



21세기모든산업에 IT서비스가융합되고있습니다. 이러한 IT서비스의핵심기반이되는전산시설로고객의정보시스템(서버, 방화벽등)을

365일무중단, 최첨단보안시설에서운영· 위탁관리하는서비스입니다.

6-5. Business Field(IDC)

IDC (Internet Data Center)

보안서비스

Firewall, IDS, IPS 등 보안
Back-up서비스

Back-up 서비스

솔루션 제공

기술지원서비스

솔루션/기술지원서비스

MS제품 임대 서비스

MS Spla계약 체결

Co-location

상면과 네트워크 임대

Server-hosting

서버임대+상면/네트워크 임대

Server Management Service

서버관리 대행 서비스

Web/Mail hosting(가상화)

서버 일부 공간과 네트워크 임대

Real Time Monitoring System 

IDC고객 RTMS를 통한 실시간
관제 서비스

Optimization Tuning 

OS/Web/WAS/DBMS 최적화 튜닝

보안컨설팅

보안취약점 분석 및 컨설팅

HW/SW 납품 유지보수

IT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납품

Customer Service



Network

시스템의용도에따른적합한Spec산정

비용대비고효율서버구성컨설팅

서버구성요소분석

NGFW (Application Control)

Security L2, L3 Switch

WAF (Web Application F/W)

중복제거99%효율의DB, File Backup 

소스데이터종류에따른다양한구성

서버이중화구성으로중단없는HA 구성

(P2P, P2V, V2V) 

최적의네트워크설계및구축

Real Time Monitoring System

전문Tool을활용한최적의무선네트워크

구성

Security

Server Network

Security Backup
& HA

Technical Support

기업의전산인프라구축에필요한소프트웨어및서버자원에대해전문컨설팅을통한자원의적절한배치및관리, 서비스지원,

기술검토및적합성검토를통한시스템제공을통하여기업의생산성을향상시켜드립니다.

6-6. Business Field(NI)

NI

코아IT는 서버, 네트워크, 보안 등 전산 인프라에 필요한 모든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매일 Skill Up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개별 또는 통합된 Tech Support를제공하여 Complexed Trouble을해결할 수 있는 전문 회사입니다.



7. 주요 References

기업

공공



8-1. 인증 현황



8-2. 상장 및 특허



8-3. 프로그램 및 저작권 등록



9. 코아 In News



Contact Us

주소 [2812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4로 8-6

Tel 043-900-0120 Fax 043-218-0120



Value Partner  Leading Business Innovation

The success of our customer and partners is the joy of CORE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