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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소개

고객만족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이에 부응하는 원천기술을 모태로 해양항만 IT와
정보통신 & 설계ㆍ감리 분야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고객의 Needs와 기업의 목적에 맞는 최상의 결과물을 창조하고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회 사 명 ㈜ 에디넷 설립년도 1998년 2월

사업분야 소프트웨어개발,  ERP, 시스템 통합사업 및 아웃소싱, CCTV, 3D, GIS, VTS, 통신장비 및 주변기기,  정보통신 설계/감리

주 소
(본 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08번길 3-6 향군회관 4층

(경인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09-1 대양빌딩 5층

전화번호
(본 사)  TEL : 051) 465-0573 / 051) 442-2415~6   FAX : 051) 442-4415

(경인지사) TEL : 032) 434-2415~6                         FAX : 032) 434-9100

업 종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시스템통합 및 관리 , 정보통신공사업,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정보통신설계감리업

사업면허 소프트웨어사업자 :  B09-17381,  정보통신공사업 : 제 510192 호

통신시공능력평가 금6,899,700,000원(금액산정 2015년 07월 31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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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요연혁

벤처기업선정 (제20110101500호)
Kibo A+ 멤버스 지정 (기술보증기금)

특허 2건 등록 (특허청)
프로그램 4건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부산항만공사)
제조공장등록 (한국산업단지공단)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4종 (전파연구소)

IT선도기업 선정 (부산광역시) (2012-IT-7)
프로그램 2건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국가비상 시 동원업체 지정 (부산광역시)

직접생산확인증명 (제2010-27269호)
특허 3건 등록 (특허청)
부산항만공사 공로상 수상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제510192호)
국토해양부 표창장 수상

여수광양항만공사 표창장 수상

경인지사 설립
프로그램 4건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국토해양부 표창장 수상
국립수산과학원 표창장 수상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제E-6-792호)
ASP 솔루션 공급 기반 확충 사업 선정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지역 S/W 특화 육성지원사업체 선정 (지식경제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선정 (제R6023-0385호)
해운물류학회, 매일경제 주관 제4회 E-비즈니스 대상 (부산항만공사)
통신판매업신고 (제230호)
부산항만공사 감사패 수상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가 (제20051949호)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체 선정 (중소기업청)

프로그램 8건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제2005-00809호)

부가통신사업신고 (신고번호 2811)

프로그램 2건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2011

2010

2009

2013 벤처기업 재선정
특허 1건 등록 (특허청)

2008

2007

2006

2005

2002

1998 ㈜에디넷 설립

2014 선도기업 인증(부산광역시)
특허 1건 등록(특허청)

2015특허 2건 등록 (특허청)

2016 특허 3건 등록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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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직도 고객만족에

최우선 가치를 두며,
최상의

전략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경인지사

부설연구소 기획팀

해양
사업부

지능형CCTV 영상감시솔루션

AIS기반선박위치관제솔루션

VTS 해상교통관제솔루션

VTS 유지보수

3D GIS
사업부

3D 그래픽

3D 애니메이션

3D 시뮬레이션

GIS 개발 및 설계

SI
사업부

항만물류비즈니스

SI비즈니스

웹접근성비즈니스

웹보안컨설팅비즈니스

정보통신
사업부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설계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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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술자
보유현황

구 분 해양사업부 3D GIS사업부 정보통신 부설연구소 SI사업부 경인지사

특급기술자 1 1 2 1 4 1

고급기술자 2 2 2 1 3 1

중급기술자 2 3 3 2 4 2

초급기술자 2 3 3 2 4 1

계 7 9 10 6 15 5

계52명 계52명

초급 15명

중급 16명

특급 10명

고급 11명

경인지사
5명

항만솔루션
7명

정보통신
10명

연구소
6명

3D GIS
9명

개발팀
15명

인원현황

등급별 분류 부서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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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내용

06. 정보통신공사 & 설계ㆍ감리

02. 해양항만솔루션

03. GIS 솔루션

04. 3D 솔루션

01. SI 솔루션

05. R&D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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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I솔루션(01)

사용자의 환경과 요구에 가장 적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서 컨설팅에서부터
시스템 설계, 개발, 통합, 구축, 관리, 교육, 유지보수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IT아웃소싱 및 SW 개발/ EDI솔루션

IT아웃소싱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 전략수립,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 효과적인 IT아웃소싱 관리 체계 수립을 지원합니다.

전략적 아웃소싱 모델 고객사 IT 부분

고객사
IT 부분

IT 전문업체

e-비즈니스기획

정보전략기획

프로그램개발

시스템운영

현업지원창구
(Help Desk)

네트워크운영

고객사
정보전략팀

(CIO)

전문업체(Outsourcing)

SI컨설팅

IT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 진도율 단축과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NW 모니터링 및 NW Traffic 용량 관리 와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를
지원하며, WAN, LAN, Voice 등 NW, VPN 관련 설계 및 구축 서비스
를 지원합니다.

IT인프라 구축

하드웨어,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IT 인프라를 분석 및
진단, 기획, 설계하여 최적의 IT 인프라 구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시스템 & APP 서비스

최적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바일 웹개발, 컨텐츠 및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며, 고객사의 업무환경을 최적의 스마트
업무환경으로 구축해 드립니다.

EDI솔루션

선박회사대리점

포워더

보세운송사

보세창고

선용품공급업체

관세청

지방해양항만청

각터미널

법무부

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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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I솔루션(02) Master 부킹 수신 관리

Master S/R 수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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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I솔루션(03) Master Check B/L 송신 관리

수입통합적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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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I솔루션(04)

어획량신고

입출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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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I솔루션(05)

학사관리시스템 인사급여시스템

구매시설관리시스템

예산회계관리시스템

자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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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I솔루션(06)

회계관리시스템 통계관리시스템

조달시스템

메신저관리시스템

시험집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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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I솔루션(07)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홈페이지 정비사업(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16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정보화 사업 용역(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해상물류 2단계 구축 사업(한국무역정보통신)

교육예약시스템 고도화 사업용역(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안전심판원 대국민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용역(중앙해양안전심판원)

영남물류 ICD 전산시스템 구축((주)영남복합물류공사)

2014년 종합해양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케이엘넷)

매출/비용관리시스템(동진상선)

컨소시엄교육학사행정 및 교육관리시스템 구축(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텍 해기사양성과정 홈페이지 구축(한국해양수산연수원)

BL통합시스템 구축(한국무역정보통신)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온라인 뉴스레터(부산항만공사)

해운항만물류 BPR/ISP수립(한국무역정보통신)

2013년 e푸른바다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KBCT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발

용역(씨제이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용역(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주요사업실적

여수광양항만공사 정보화 시스템 구축 CI제작

수산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우창공업(주) 홈페이지 웹호스팅 및 유지보수 용역

부산항만공사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보안 강화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재정비 고도화(국토해양부)

공공 I-PIN 보급사업(행정안전부)

해상교통관제(VTS)정보 및 시설물관리시스템 확대(국토해양부)

항만교통정보 관리시스템 개발(국토해양부)

고객중심 정보포털시스템 구축(부산항만공사)

BPA 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부산항만공사)

BPA ERP 고도화에 따른 WEB구축(부산항만공사)

BGCT홈페이지 구축(부산감만터미널(주))

해양사이버 스쿨시스템 구축(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인력DB프로그램 및 취업정보 SITE구축(동서대학교)

투자유치활동 프로그램 개발(해양수산부) 

부산국제기계대전 홈페이지 구축(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보완(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웹환경의 선원종합민원시스템 구축(한국선원복지고용센타)

부산항포탈홈페이지구축(부산지방해양수산청)

국제여객선홈페이지구축(부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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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해양항만
솔루션

국내 관제환경에 적합한 관제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다수의 항만에 관제솔루션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AIS, CCTV Auto Targeting, 전자해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정보 분석 및

처리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산남항 관제센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부산광역시)

부산신항 CCTV영상기반 관제정보 시스템 구축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미포항 음영구역해소 CCTV 설치용역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해상교통안전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울산항만공사)

부산항 지능형 영상관제정보시스템 구축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대산항 지능형 영상객체인식 기반의 관제정보시스템 구축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울산항 지능형 영상기반의 종합관제정보시스템 구축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울산항 선박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울산항만공사)

해양교통관제(VTS) 정보 및 시설물 관리시스템 확대 사업 (국토해양부)

항만교통정보 관리시스템 개발 사업 (국토해양부)

주요사업실적

CCTV영상 매칭시스템 - CMS-100 (CCTV Matching System) 

자동타켓팅시스템 - ATS-100 (Automatic Targeting System) 

선박모니터링시스템 - VMS-300 (Vessel Management System) 

AIS파싱/분배시스템 - APS-100 (AIS Parsing & Distribute System)

VHF-DSC 관리솔루션 - VDMS (VHF-DSC Management Solution)

휴대용 영상 매칭시스템 - PCMS-100 (Portable Camera Matching System)

다시점 CCTV영상 매칭시스템 - MCMS-100 (Mutil-view CCTV Matching System)

보유솔루션

PT 영상 종합본.avi
PT 영상 종합본.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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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GIS
솔루션

지표공간의 자료 입수, 레이어 편집, 자료관리 및 분석 그리고 결과에 따른 통계, 지도 등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의 분야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범용 GIS툴과 OpenAPI기반의 지도를 이용한 기술과 하이브리드 방식의 모바일 앱

개발능력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현황도 제작 및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동해안 연안재해취약성평가체계 구축 (국립해양조사원)

GIS 기반의 연안재해취약성평가체계구축 (국립해양조사원)

연안등급 조회 모바일 앱 시스템 구축 (한국지리정보학회)

웹기반 선박위치정보시스템 (여수지방해양항만청)

바다목장GIS시스템 이전 (수산자원관리공단)

주요사업실적

해양 3차원 시뮬레이션 시스템 - 3DOS (3D Ocean Simulation)

GIS 기반의공간분석평가시스템 -GBAS (GIS Based Assessment System)

3D선박모니터링시스템 - 3DVMS-100 (3D Vessel Monitoring System)

보유솔루션

공간 자료의 수집과 레이어 편집, 통계 분석

수치지도와 전자해도, 항공사진을 이용한
각종 주제도 제작

구글, 네이버 등 OpenAPI기반
시스템 구축

Android와 IOS6기반의 하이브리드 방식의
모바일 앱 GIS시스템 구축

자료의 수집가공 구조화 편집 통계 및 분석 ArcGIS툴을 이용한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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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3D솔루션

국내ㆍ외 상용 및 Open Source기반의 엔진 활용 능력과 자사 자체 개발 3차원 엔진을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현실과 3차원 모델링 제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안침수예상도 3차원가시화 활용시스템 (국립해양조사원)

여수 엑스포 해양자료 3차원 표출 시스템 (국립해양조사원)
해안침수예상도 3차원가시화 활용시스템 (국립해양조사원)
3차원 해상안전관리 시스템 (울산항만공사)
해양영토 3차원 지원체계 구축 및 연구 (국립해양조사원)
3차원 항만관제 상황판 시스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주요사업실적

자체개발 대용량 3차원 지형엔진 기반의 가상현실 제작

한반도 전체 3차원 지형 구현 실시간 침수범람지역 도로 우회 대피로
탐색 시스템

GIS 기반의 가상도시 구현

기후변화에 따른 분석결과 표출과 해양자료 표출

3차원 항만관제 상황판 시스템 실사와 같은 3차원 건물 모델링 제작

3D_시연동영상.wmv
3D_시연동영상.w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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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R&D
기술개발 신기술 연구소를 주축으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R&D 

IT융합기술기반의 배수펌프장 성능향상을 위한 스마트 펌프 시스템 개발 (중소기업청, 2014년 융복합기술개발 사업, 2014.06~2016.05, 24개월)

3차원공간계를이용한차세대항해견시시스템및자동열상이미지표적추적장치 (중소기업청, 2011년기술혁신개발사업, 2011.06~2013.05, 24개월)

해양안전 실현을 위한 차세대 VTS 기술개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010.05~2016.12)

CCTV 영상객체 인식 기술개발 (CIDI, 2009.11~2010.03)

RF-LDU도입을 위한 UHF대역의 RFID 시스템의 응용 요구사항 프로파일 (중소기업청, 2006.03~2008.02)

현장 본선 검수 자동화 시스템 구축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07.06~2007.12)

모바일 컨테이너 운송 ASP 서비스(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05~2007.11)

비정형 File을 표준 File로 변환 및 EDI, XML 자료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템 개발 (중소기업청, 2005.07~2006.02)

주요 기술개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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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정보통신공사 &
설계ㆍ감리(1)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노력과 투자로 핵심기술을 개발 연구하고 있으며 , 기존

정보통신사업부분을 전문화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시공과 공사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부산좌천범일 1BL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1공구

 부산남항 해상안전 관리센터 구축

 서해안 연안재해취약성평가체계 시스템 구축

 동해안 연안재해취약성평가체계 시스템 구축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현황도 제작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동구홍보관 및 북카페 조성공사

 해양안전심판원 대국민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울산항 범월갑 방파제 종합영상시스템 신설 및

 AIS기반 3D 관제상황판 복구 개선

 선박관리정보시스템 구축

 GKL 부산어린이집 설치공사 2015년 울산항 영상기반 관제정보시스템

 2015년 부산항, 부산신항 영상기반

 관제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정보통신공사 주요사업실적(2015년)

정보통신공사 주요사업실적(2016년)

항만단 체육관(강당) 신축공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지진가속도 계측기 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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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정보통신공사 &
설계ㆍ감리(2)

 VHF-DSC 수리

 어린이대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서해안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체계 시스템 구축

 무인도서의 체계적관리를 위한 현황도 제작 및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해상교통관제센터 시설보안 CCTV 수리 및 설치공사

 VTS전송장치 브라켓 및 보안장치 개량

 부산남항 해상안전관리센터 구축

 선박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 주요사업실적(2014년)

 부산역 고객서비스센터 개량 통신설비공사

 선박관리전문가양성 교육생관리시스템 구축

 2013년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재산정비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체계 시스템 구축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현황도 제작 및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2013년도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후망산 R/S사이트 무인경비 CCTV시스템 수리

 2013년도 대산항 영상기반 관제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정보통신공사 주요사업실적(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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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정보통신공사 &
설계ㆍ감리(3)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노력과 투자로 핵심기술을 개발 연구하고 있으며 , 기존

정보통신사업부분을 전문화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시공과 공사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계ㆍ감리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농산물유통저장창고실시설계용역)

부산남항 관제센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14년 부전농수산물새벽시장 시설현대화사업(3차 아케이드) 실시설계 용역

인천 신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구매․설치 전면책임감리용역

지좌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문화예술회관 시설확충 실시설계용역

실제화재 훈련시설 건립공사 설계용역

천천 실내체육관 신축 실시설계 용역

포항항 VTS레이더 개량 및 이설 실시설계 용역

지세포레이다 시스템 구매ㆍ설치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감리용역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태안항 풍력발전용 해상 풍력기 설치에 따른 VTS 전파영향 조사 용역 (하이드로젠파워)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구축(9단계)사업 감리용역 (국토해양부)

인천권 VTS-AIS 연계망 구축사업 감리용역 (국토해양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3공구) VTS 감리용역 (전라남도청)

해상교통관제센터 낙포중계소 통신 이설공사 상주감리용역 (에스와이탱크터미널)

평택 해상교통관제센터 이전공사(통신) 실시설계및감리용역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설계ㆍ감리 주요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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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및 제증명

01. 주요인증서

02. 특허증

03. 표창 및 수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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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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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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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창 및
수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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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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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위치도

본 사 경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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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