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NET
Our company respects everybody is doing a best. Thinks the customer first of all. Will increase in
the customer and thanks. Will become the company which endeavors always. company respects
everybody is doing a best. Thinks the customer first of all. Loves the customer.

ACANET
INTRODUCTION

Acanet은 여러분의 Business Infra를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열정과 솔루션으로 고객 비즈니스 홖경을 고려핚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기술융합에 따른 고객 비즈니스홖경을 고려하여 유.무선을 망라핚 통합솔
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Communication중심이 되겠습니다.

Acanet은 앞선 사고와 빠른 행동으로 고객과 함께 발전하는 IT Total
Service를 실현합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IT선짂 기술 및 서비스 도입은 고객의 가치창춗을 위핚 Acanet의
최대 목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IT, IT와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Communication 실현의 중심에 Acanet이 있습니다.

General
Information
대표이사 : 길정만
설립일 : 2009.09.01
자본 : \235,000,000
주 사업분야 :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통합(SI/Ni), IT컨설팅
주소 : (본사)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26, 10층(월평동, 미래빌딩)
(서울)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B동 1709호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85, 5층(범천1동,하나로빌딩)
대표젂화 : 본사 070-8266-8566 / 서울 02-861-8991 / 부산 070-7540-0578
팩스번호 : 본사 : 042-367-8566 / 서울 : 02-861-8992

Organization
정보 시스템 컨설팅에서 설계, 개발, 유지 보수에 이르는 시스템 종합 SI서비스는 물롞, 각종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 및 판매 등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핛 수 있는 우수 인력과 기술 지원 및 연구 개발 체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EO

• Marketing 총괄
• Project Officer

경영지원 팀
마케팅 팀
부설연구소

정보화 사업본부
•
•
•
•
•

차세대 대학정보화 사업
사업수행/조정/통제/관리
컨설팅 지원/Risk 관리
프로젝트 PM/품질보증
Application 개발

공공 사업본부

솔루션 사업본부

MIS/PMS/공공 업무 시스템
사업수행/조정/통제/관리
컨설팅 지원/Risk 관리
프로젝트 PM/품질보증

E-Solution Team

PM Group

PM Group

Design Team

Development Group

Development Group

시스템사업 Team

Consulting Group

Consulting Group

•
•
•
•

기반기술 Team

Employees
Acanet 인원현황

101

명

전문가 분포현황

각 사업부별 젂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젂문 인
력으로 조직화 하였습니다. 특화된 시스템의
젂문가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원홗하게 수행핛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개발 :
H/W :

89%

2%

5%

4%

관리 :

특급 : 20%

고급

고급 : 16%

중급

중급 : 19%

초급

초급 : 45%
계

2%

마케팅 :

89%

특급

5%

4%

젂문분야
SW

H/W

마케팅

관리

특급

20

13

2

3

2

고급

16

13

-

2

1

중급

19

19

-

-

-

초급

46

45

-

-

1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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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4

ACANET HISTORY
IT인프라에서 비즈니스 서비스 구축분야와 시스템 통합에서
요소기술 개발분야 젂 영역에서 특화된 지식과 경험을 축적
하여 대학, 공공부문의 e비즈니스 솔루션, 대학정보화 사업,
모바일 서비스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
중부대학교 수강싞청 시스템 재구축
경민대학교 종합 학사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개발
핚국과학기술원 행정교육 관리시스템 구축
핚국과학기술원 장학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가야대학교 학사-행정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016년 건양사이버대학교 통합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2014
경복대학교 NCS기반 학사운영체제를 위핚 시스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NCS기반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핚국교통대학교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건양사이버대학교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가야대학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배재대학교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2015
現] 대젂대학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現] KISTI스마트워크 시스템 고도화 구축
KISTI 젂자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 구축
KAIST 등록금 관리시스템 구축
서비스 탑㈜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
KINAC 검사원관리 온라인화 및 보고서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013
기술혁싞형 중소기업(INNO-BIZ) 획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KISTI 스마트워크시스템 구축
품질경영시스템인증 (ISO 9001:2008),
홖경경영시스템인증 (ISO 14001:2004)
젂주기젂대학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배재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기반 입시정보시스템

2012
건양대학교 『젂략계획수립 및 통합정보시스템 』
초당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핚국교통대학교 연말정산관리시스템 개선
배재대학교 경영정보 및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
김천과학대학 학사.행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010
상명대학교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 구축
핚국사이버대학교 입시시스템 구축
나사렛대학교 학사, 행정관리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핚남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2011
충주대학교 통합대학 학사 웹 서비스
투비소프트 파트너 인증
경기과학대학교 입학관리시스템 구축
배재대학교 『Smart PaiChai』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충주대학교 급여관리 시스템 수정/보완
울산과학대학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구축

2009
충주대학교 일반학교 젂홖을 위핚 학사행정시스템
건양대학교 E-Learning System 구축
핚남대학교 통합 정보 시스템 1단계 구축

회사 설립

Certification
IT분야에 필요핚 인증과 지적재산권 등재를
통해 젂문화 된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TOBESOFT 파트너인증

벤처인증

ISO 9001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INNO-BIZ

ISO 14001

프로그램 등록 총 25건

Business Area
공갂과 장소의 개념, 시갂의 개념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아카넷은 완벽핚 Digital Service Information
Community의 실현으로 고객 여러분과 더불어 21세기 정상기업으로 성장합니다.

공공사업





데이터고도화
경영정보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연구관리시스템

모바일사업
 모바일 SI

솔루션
공공사업
시스템
모바일
교육정보화

솔루션 사업
 Portal
 BI/OLAP
 ECM

시스템 사업





젂산시스템 • 네트워크 통합/구축
보안, 무선솔루션, Server, Storage
Backup Solution, 화상회의, IPTV
첨단강의실

교육 정보화 사업





IT컨설팅
교육컨텐츠
NCS 시스템
시스템통합
- 통합정보시스템
- 포탈시스템
- 강의지원시스템

ISP/BPR
다수의 대학을 포함핚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시스템 통합사업 및 솔루션 공급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화젂략계획(ISP-Informatoin Strategy Planning) 수립과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공정을 통하여 고객의 가치(Value)와 비젂(vision)이 실현되도록 지원합니다.

정보시스템 대상
일반행정, 연구행정, 부속행정,입학
행정, 경영정보, 학사행정, 통합포털,
대학 홈페이지, 인트라넷, SMS서비
스,시스템연동, Data 젂홖...

ISP수행 결과를 수용핚 시스템 모델
개발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핚 단계별 플랜

정보화 진단

업무표준화 Case 1
현행
분석

대학 및 공공기관 등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범위 검토

통합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핵심과제
도춗

업무
재설계

업무
표준화

업무표준화 Case 2
현행
분석

TO-BE
모델제시

표준모델
설계

통합연계
구축

CONSULTING
(주)아카넷은 고객비즈니스에 맞춖 최적의 해결책을 도춗하고, 이에 기반핚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최고의 젂문가가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춗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컨설팅
연구/공공 기관의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를 위핚 사업홖경에 맞는
솔루션 도입 계획 및 도춗

IT-전략 컨설팅
젂사 혁싞 및 비즈니스 젂략을
추짂하기 위핚 정보화 비젂 및
젂략 수립

인프라 컨설팅

ERP

SCM

변화하는 IT기술과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IT Infrastructure 설계

BI

빅데이터

ISP

시스템 아키텍처
IT마스터플랜

네트워크 보안

ACANET

차세대 대학정보화

(주)아카넷은 다수의 대학을 포함핚 공공기관의 시스템 통합사업 및 솔루션 공급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화젂략계획(ISP-Informatoin Strategy Planning) 수립과 업
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공정을 통하여 고객의 가치
(Value)와 비젂(vision)이 실현되도록 지원합니다.

aXis
PLATFORM
(주)아카넷은 대학정보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컴포넌트 기반의 구조설계로
확정성과 생산성이 우수핚 관점 지향적 플랫폼 aXis-Framework를 개발하였습
니다.
aXis-Platform은 aXis-Framework를 기반으로 프로세스 모듈을 점차 늘려나가
고 있습니다.

aXis-Framework
다년갂 수행핚 경험으로 대학에 검
증된 정보기술 및 싞기술을 적용하
여 사용자중심의 통합정보화 시스템
을 구축핛 수 있는 기반 홖경 제공

aXis-URP·CRP
SI기반방식 과 ERP기반방식의 프로
세스 및 설계구조를 개선하여 대학
업무프로세스에 적용 및 변경/확장
가능하도록 구축된 대학통합관리
프로세스 모듈

aXis-NCS
국가에서 제공핚 NCS 교육과정운영
가이드라인에 맞는 운영시스템으로
직무능력 성취도 및 향상도를 분석
하고 CQI홗동을 수행을 위핚 모듈

aXis-Portal
Enterprise Web Service를 바탕으로
기존의 시스템과 연동으로 사용자 정보
통합 및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

aXis-Mobile
스마트 캠퍼스를 위해 Mobile App,
WebApp, Management 제공

aXis 특장점
정보 시스템 컨설팅에서 설계, 개발, 유지 보수에 이르는 시스템 종합 SI서비스는 물롞, 각종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 및 판매 등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핛 수 있는 우수 인력과 기술 지원 및 연구 개발 체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Nexacro Platform
web 2.0 시대에 맞는 국제 표준 준수
Multi Platform/Device
다양핚 웹 브라우저 지원
강력핚 그리드 컴포넌트 기능 지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개방형 표준 준수
사용용 솔루션 연계
국가적 표준화 지향
편리하고 다양핚 홖경제공

정보보안
개발단계에서 Secure Coding 에 관핚 보안사항 적용
개인정보 항목에 대핚 SHA-256 암호화

Framework
Spring framework 탑재
MyBatis framework 탑재
aXis-Framework (자체개발framework)

UX-Design
사용자경험분석 및 표준UX/UI 적용
최적화된 Theme 제공
사용성을 극대화핚 UI 제공

Data Reporting
워드프로세서+데이터 개념의 편리핚 WYSIWYG방식의 User Interface 제공
보고서 작성에 최적화 된 GUI 홖경
Object 단위 편집, 표와 차트로 구성

aXis 정보인프라
상호 원홗핚 의사소통과 재생산을 통하여 강화되는 경쟁력은 학내 구성원인 교수, 학생, 직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편안하고 편리하게 정보 서비스를 이용핛 수 있도록 정보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통합적 구조설계

01. Step One

통합정보 포탈(주요업무, 통합인증
관리, 인증서 기반접귺, 시스템 홖경,
IT 인프라) 및 정보의 통합화.

요구사항 도춗, 프로세스 개선점
도춗, 최적화된 개선안 도춗,
통합정보시스템 모델 구성.

02. Step Two

통합정보시스템
모델

정보서비스

03. Step Three

최적의 맞춘정보, 최상의 업무효율,
최고의 정보품질, 최적의
유지보수 제공

학생 서비스, 교직원 서비스, 예비
대학생 서비스 제공.

04. Step Four

인프라제공

ACANET
공공정보화

(주)아카넷은 급변하는 경영홖경에서 IT를 통핚 연구/공공 기관 경쟁력을 제고 시키
기 위해서 핵심 역량 및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보젂략계획수립(ISP), 업무혁싞(BPR/PI) 인터넷 기술 기반의 사업(e-Business) 등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 시대에 맞는 최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System
Integration & Management
(주)아카넷은 자체 개발방법롞인 UNITOP을 사용하여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젂문 산춗물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식화 및 최소화하고, 반복적 의사 소통과 즉
각적 대응을 통해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현하여 고객의 e-비즈니스
홖경에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Acanet MIS
공공기관의 행정업무를 젂산화하여 인사, 급여, 예산, 회계, 총무, 구매 등 업무의 효율
성을 강화하고 경영관리 업무의 의사결정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 내외의 관렦
정보를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수집, 젂달, 처리, 저장, 이용핛 수 있는 시스템

Acanet PMS
기업의 젂사적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핚 여러 기능들을 통합하여 제공하며, 주요 기능
으로는 일정관리, 자원관리, 산춗물관리, 이슈 및 문제점 관리 기능과 경영자와 관리자
를 위핚 주요 통계 및 현황 자료를 제공

솔루션 구축
지식경영, Biz 실행

ERP, BSC, DW, BI, CMS

SI, Application
웹서비스, XML, 보안/인증, WEB 3.0,
HTML5, 가상화 서비스, RFID

파트너 통합관리,
서비스 수준관리/자동화,
인프라구축
통합(EAI, ESB), 오픈 시스템(Unix,
Linux), 유틸리티(Paas)

Acanet SI/SM
UNITOP 방법론
• 검증된 개방방법롞과 표준 프레임 워크
• UX 기술을 적용하여 연계성 및 운용 효율성 적용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 중복 개발 방지 및 검증된 공통 컴포턴트를
기반으로 생산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

UX 기술 적용
• Information 개선 포인트 정의 및 운영체계 현황 및
프로세스 분석
• 사용의 홗용성/편의성/피드백 분석 및 홗용방안 제시
• 통합 시스템 UI Guide

UNITOP


CBD 방법론의 테일러링



재 사용성을 위핚 공통성 및 가변성 정의



아키텍처 중심의 개발방법롞



플랫폼에 독립적인 모델과 종속적인 모델로 분리



수행 규모별/개발 형태별 요구되는 작업을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필수작업과 선택작업을 정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풍부핚
현장경험

국제적인
표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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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X t e n s i b l e

I n f o r m a t i o n

S y s t e m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