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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21 년간 공공기관 대규모 SI 사업 단독 구축 경험 이 풍부한 강소기업
주요인증 및
사업분야

InnoBiz 인증

청년친화강소기업

정보통신공사업

SI 사업자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통합 및 컨설팅

IT인프라 구축서비스

유지보수 서비스

주요
수상내역

일반현황

2018년 03월

2007년

2001년

인천본부세관장 표창
[관세행정발전부문 유공]

여행자정보시스템유지보수
관세청장 표창 수상
(관세행정발전부문 공로)

경붑도청 아동정보화
교육시스템 구축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정보화사업부문 유공)

회사명

리드정보기술(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SK V1 Center E1312

대표자

조병직

전화번호 / FAX

02)761-3871 / 02)761-3875

사업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통합 및 컨설팅,

회사설립년도

1998년 12월 23일

하드웨어 공급, 유지보수 서비스

해당부문 종사기간 1998년 12월 ~ 현재(20년 6개월)

2. 주요연혁

1998년 창립 이후 고객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IT서비스를 제공
2019년

2016년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전산자원 유지보수 사업수행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경희대학교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수행

내국세환급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

서울여자대학교 전산자원 및 교수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서버 유지보수 사업

대한적십자 기부관리 시스템(DMS) 유지보수 및 자료변환 사업 수행

대한건설기계협회 체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통합여행자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인천본부세관

2018년
대한적십자사 기부관리시스템(DMS) 고도화 용역 사업 수행, 유지관리 및 자료변환 용역
인천본부세관(인천공항) 통합여행자정보시스템 및 내국세환급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
서울여자대학교 통합서버, 산학협력단, 교수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서버 유지보수

2015년
중소기업청 유해차단시스템 및 운영체제 공급 및 구축
숭실대학교 서버 및 스위치 공급
내국세 환급 전용시스템 구축

2014년

서울대학교 교육전산망 홈페이지 및 셔틀버스 부문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포스텍 컴퓨터공학과 가상화 시스템 백업 구축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편사업 수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취득자 교육훈련 홈페이지 개선사업
한국관광공사 내국세환급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2017년
인천본부세관(인천공항) 통합여행자정보시스템 및 내국세환급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수행
인천본부세관(인천공항) X-I-PASS 시스템 고도화 구축
대한적십자사 재무정보시스템(FIS 4.0) 개발(컨소시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재구축
내국세환급시스템 구축 4단계 사업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 추가개발
대한적십자사 기부관리 시스템(DMS) 유지관리 및 자료변환 용역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용역

2013년
포스텍 가상화 기반 Refresh 사업 수행

2012년
인천공항세관 여행자정보시스템(TIS) 유지보수사업 장기(2년) 수행

3. 주요실적 -개발실적

다양한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한 개발실적
한국관광공사 내국세 환급시스템

한국 관광 공사 에서 진행된 내국세 환급
시스템은 외국인여행자가 국내에서 부가세
등 내국세가 포함된 제품을 구입하여 3개
월 이내 출국할 경우 물품을 구매할 때 부과
되었던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개발 되었습
니다. 자사에서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총 2년에 걸쳐
1~4단계 개발을 진행하였고 ActiveActive 실시간 통신을 사용하여 사업을 완
료하였습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체납관리시스템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진행한 건설기계임
대료 체납관리 시스템은 2016년에 개발하
였으며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임대료 체납을
원활하게 회수 지원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모바일도 지원가능한 반응
형 웹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DMS구축

2018년 02월부터 시작한 기부관리시스
템(DMS) 고도화 사업에서 자사는 노후된
기존의 시스템의 기능을 검토.보완하고 자
동이체, 카드결제, 핸드폰결제 등 다양한 결
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결원 통신 및
VAN사 연계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후원자의 정보, 기부
금을 더욱 원활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시스
템을 개발하였습니다.

3. 주요실적 -개발실적

다양한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한 개발실적
서울대학교 KREN 대학정보화수첩 앱

KREN 대학정보화수첩 모바일 앱은 기존 KREN 소
속 회원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돕고자 2018년 12월
에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으로 개발되었으며 모임을
생성 하여 모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푸시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게시글 등록을 통해 원활한 모임 정보 공
유 및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X-I-PASS 시스템

휴대품 통관 시스템 중 하나인 X-I-PASS는 입국자
들의 소지품을 X-ray로 검사하여 위험하거나 불법적
인 물품을 찾아냅니다.
자사는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진행된 X-I-PASS 시
스템 고도화 사업을 2017년 06 월에 진행하였습니
다. .NET을 사용하여 개발과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주
었고, Pro*C와 미들웨어인 TMAX를 도입하여 통신
의 속도와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주요실적 -유지보수실적

공공기관 및 학교 관련 다수의 사업실적과 경험을 쌓은 유지보수 실적
경희대학교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사업

Postech중앙전산실서버시스템유지보수

서울대학교IT서비스운영및유지보수

서울여자대학교교수학습센터
홈페이지유지보수

2019년통합여행자정보시스템
유지관리위탁사업

인하대학교 서버유지보수

4. 조직도

TIS 유지보수팀과 포항사무소 등 지역본부를 포함하여 열정으로 고객지원

5. 보유 솔루션
비즈맨 BIZ-MAN

“

인트라넷 비즈맨은 사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전문적인 솔루션입니다.

통합인사관리 시스템
인사, 평가, 연봉 등 관리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관리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비즈맨
인터넷환경에서 사용가능하기에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 바로 이용가능

다양한 문서관리 지원
기안부터 전자결재까지 필요한
사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

5. 보유 솔루션
비즈맨 BIZ-MAN
전자결재 시스템
- 상신, 결재, 반려, 전결, 참조, 공람 등 오프라인의 결재
프로세스를 온라인으로 완벽히 지원합니다.
일정관리 시스템
- 개인, 부서별, 주간 모든 일정을 한눈에 파악 하여 직원 간
일정 소통을 원할 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스템
- 개인, 부서별 주간 업무를 한번에 파악하여 업무 완료
및 업무 계획을 원활하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 시스템
- 임.직원의 정보를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이력을 관리합니다.
연차관리 시스템
- 시스템에서 각 직원의 연차를 일괄로 생성 할 수 있으며,
직원이 자신의 연차 현황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5. 보유 솔루션
비즈서포트 BIZ-SUPPORT

“

비즈서포트는 기부관리시스템으로 회원관리 등
고객의 니즈에 특화된 전문적인 솔루션입니다.

후원관리 시스템
기부후원자의 정보 및 결재정보 등
자료 공유 가능한 커뮤니티 제공

콜센터 관리 기능
후원자의 통화 내용 및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가능

게시물, 각종 통계관리
후원자 모집 전략을 위한 각종 통계 제공
도표를 통한 분석으로 쉬운 정보처리 가능

”

5. 보유 솔루션
비즈서포트 BIZ-SUPPORT
후원자 정보관리
- 후원자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후원자의 각종 정보
를 신속하게 추가 혹은 수정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후원관리
- 후원자들의 납부 내역을 관리할 수 있으며 각종 캠페인 대상
자를 일괄로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콜센터 관리 시스템
- 후원자 혹은 잠재적 후원자의 통화 내용 및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게시물, 각종 통계관리
- 후원자 모집을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각종 통계를 제공하고,
또한 통계 자료 등 각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www.leadi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