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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개요

유/무선네트워크보안사업을수행하는 Global Security  Solution Provider

2000 (주) 정보보호기술설립

2003 TESS TMS V1.0 출시

2007

(주) 코닉글로리설립

KOSDAQ 재상장

(주) 정보보호기술인수

2008
TESS TMS GS인증획득

(V4.5)

2011
TMS 10G 제품출시

AIRTMS 제품출시

2012 (주) 정보보호기술과합병

2016 AIRTMS 해외진출

2017
차세대 TMS V6.0 출시

WIPS 일본독점총판계약

회사명/대표이사

사업분야

주 소

설립일

주식회사코닉글로리 /  조 명제

2007년 2월

정보보안솔루션및서비스

서울시강남구학동로 155 (논현동, 원영빌딩)



02 보안시장

▶ 2020년보안시장키워드

• 2020년 국내 보안 시장 규모, 5조 9,581억원 전망…또한, 2020년에는 5조 9,581억원, 2021년에는 6조원 대에 돌입하는 고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안 뉴스 2020-01-28, <2020 국내외 보안 시장 전망 보고서]

AI / Cloud
• 코닉글로리-다크트레이스, AI 보안솔루션 공동출시 [ZDNet Korea  2019.01.25.]

• 코닉글로리, 차세대 위협관리 시스템 'TMS V6.0' 출시 [전자신문 23면3단 2017.10.16.]

5G / IoT
• 코닉글로리, 차세대 위협관리 시스템 'TMS V6.0' 출시 [전자신문 23면3단 2017.10.16.]

• 코닉글로리, 고성능 무선침입방지센서 S700시리즈 출시 [데일리시큐 2018.11.01.]

해외진출
• 코닉글로리, 일본 무선보안 시장 진출 가속화 [EBN  2018.05.16.]

• 코닉글로리, 무선 보안솔루션 제품 日서 인정 [아시아경제 2018.03.15.] 

마케팅 / 영업
• 코닉글로리,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 2019 참가 [한국경제 2019.03.08.] 

• 코닉글로리, 총판사 6곳 선정...파트너 체계 개편 [ZDNet Korea  2018.12.07.] 



03 사업영역및진행

구분 Wired Security Wireless Security Solution SI / R&D Oversea Business

제품군 TESS TMX, TESS TMS TESS AIRTMS Dark Trace, LastLine, 

솔루션 SI

TESS TMS
TESS AIRTMS

목표시장 • 공공기관

(부처청 및 교육기관 외)

• 민수 및 기업

(Internet Potal 및 게임업체)

• 금융기관/금융 정부기관

• 공공기관

(부처청, 지자체 외)

• 민수 및 기업

(Group사 및 일반 기업체)

• 금융기관/금융 정부기관

• 공공기관

• 민수 및 기업

• 금융기관/금융 정부기관

• 일본내 공공기관

• Line Japan

• Line Asia/America/Euroup 지역

외

주요
고객사

• 16개 부처청 및 교육기관 中

15개 부 및 주요 공공기관

• Naver, KaKao, NEXON, NCSoft

외

•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

• 부처청, 지자체 및 주요 공공기관

(공사)

• POSCO, KT, 한화, LG, 현대외

• 1,2금융권, 카드사, 공공금융

• 공공, 민수 시장에 Dark Trace 

제품 공급(예정)

• 국방부 LastLine 운영

• 공공금융권 솔루션 SI 진행

• JAXA,

• SMBC Group

• CARD 사(8개 지사),

• 스미토모정밀화학

• Line Japan

• 그 외 Line global account 다수

사업
진행사항

• 주요 공공기관, Potal 업체에 독

점적 공급

• 2개 총판사, 12개(예정) 협력사를

통한 전국 영업망 구축

• 정부시책(1)에 따른 필수 제품 공

급

• 기존 외산 WIPS시장 Win-back

• 4개 전국망 총판사를 통한 제품

공급

• WIPS 시장의 독점적 공급 진행

• Dark Trace Korea와 Gold 

Partner 공급 계약 체결

• Last Line – TMS간 연동 개발

완료

• 보안 솔루션 SI 사업 진행을 위

한 조직 확보 중

• Line Japan 외 Global Account 

독점적 제품 공급

• SP LINE 서비스 모델 개발 완료

및 사업추진

• TIS 사업협약 체결

(1) 국가사이버안전망 체계, 정보통신망정보보호체계 준수



04 사업특장점

다수고객사의 안정적인 매출

• 공공/금융/민수 시장에 다양한 고정 고객사 확보

• 유무선분야시장점유율 1위

• TMS 공공분야 70% 시장점유율

• AIRTMS 조달청WIPS 구매금액기준 60% 시장점유율(1)

• 해외수출을통한국내시장의한계성극복

레퍼런스를통한 검증된 제품신뢰성

유선&무선보안 자체개발및 기술력확보 보안관리필수 도입 솔루션

(1) 출처 : http://data.g2b.go.kr (조달정보개방포털) 구매 금액 누적 기준

• 국내최초 TMS 개발, 국내최초 WIPS 개발

• 자사의기술및개발인력을통한자체개발솔루션

• 무선전담개발인력 10명, 무선전담기술인력 7명

• 유선전담개발인력 12명, 유선전담기술인력 10명

• 국내유일의유선무선통합보안기술력확보

• 동종 업계 최상의 성능 및 기능 제공 확인

• CC인증, 특허, 공인성적서등을통한검증된기술력

• 다수의대형고객사및외산교체사업을통한 Know-How 

보유

• WIPS사업의독점적시장공급

• 보안관제 시, 필수 도입 솔루션으로 고정적 수요 증가

및 유지(공공기관및대기업은보안관제센터운영필연)

• 보안요구및수요의증가에따라지속적성장기대



05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계획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한 점진적 성장 추진

Start

사전 단계(완료) 

• 2019년 흑자 전환

•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 모집

• TMX, TAS 20G/40G 등 신제품 출시

• AIRTMS 700 제품 출시

• CC인증, 성능 시험서, 특허 출원(2건) 

등 향후 사업 준비 외

• 제품 조달 등록 및 마케팅

Growth Jump

2019 2020 2021~

단기 계획

• 대규모 공공사업 참여

1. 행안부 국통망 사업

2. 국방부 2차 고도화 사업

3. 코스콤 위협관리 구축 사업

4. 지역정보개발원 3개년 사업

5. 기타 공공 노후화 교체 사업

중〮장기 계획

• TMS 40G 대용량 장비 수요 증가

• 유∙무선 통합위협관리 시스템 출시

• AI / Cloud 제품 출시 및 cloud 시장

공략

• 공공기관 노후화 장비 교체 사업

지속 유지

• 국가통신망 3단계사업 中 2/3단계 사

업 진행 활성화

• 2021년 도쿄올림픽(예정)에 따른 일본

보안 수요 증가 예상

• WIPS 시장 확대 및 증설 구축 증가

• 기업 및 해외시장 공략

1. LINE 망 확대 구축 사업

2. 일본 서비스 사업(SP Line 社 제휴)

3. NBP(Naver) 확대구축 사업 및

원격 수업 관련 POC 

• WIPS 확대 사업

1. KT/LG/한화 그룹사 도입 관련 POC

2. 지자체 및 외산 Win-back 사업 등



Global Security Solution Provider

연구개발및 R&D 계획



CONTENTS

1.      제품개념도

2. TMS (Threat Management System) 

3. AIRTMS

4. 일본

5. NEXT –유무선통합

Copyright ⓒ Kornic Glory Co.,Ltd. -2015



01 제품개념도

무선침입방지시스템

- 무선랜위협/비인가 AP탐지및차단

- TESS AIRTMS, TESS CMS

위협관리시스템(TMS)

- 국가 CERT와연계한침해탐지/분석

- TESS TMS, TESS TMX

사용자망

WIPS

TESS TAS Sensor
TESS TMS

무선망 업무망

TESS AIRTMS

Security



02-1 TMS (Threat Management System) 

❶ 공격탐지 – Dos, 악성코드 등에 대한 시그니처 기반 탐지

➋ 유해 트래픽 정보 수집 및 분석 – 위협의심 트래픽 정보 수집 및 상세 분석 기능

➌ 정책관리 – 보안 위협에 대한 정책 설정

➍ 시스템 연계 탐지정보 제공 - 종합분석시스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등에 탐지정보 제공

▶ TMS 주요기능

▶ TMS의정의

T
Threat

위협

M
Management

관리

S
System

시스템 유선네트워크에대한공격을탐지하고 (IDS - Intrusion Detection System)

미지의공격에대하여탐지및방어체제구축을위한유해트래픽분석을

제공하는시스템



02-2 TMS 구성도

sensorsensor

탐지로그/ Traffic 데이터

Manager #1

Internet/내부망

Console

TMX

Manager #2

……

TAS 500SC

TAS 1000SC

TAS 4000SC

TAS 2000SC

TAS 10000SC

TAS 20000C

TAS 40000SC

유관기관

유관기관

정책 / 탐지결과

정책 / 탐지결과

T

M

S

T

M

X

Manager #N



최고의 탐지성능 – 미탐 / 오탐 최소

누수율 최소화 기술 보유 - 전용 패킷 펌핑 카드 및 S/W 가속기 탑재

유해 트래픽 정밀 분석 기능 제공 – 미지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수립

YARA RULE을 통한 악성코드 탐지 정책 - 악성파일 탐지 기능 제공

다양한 연동기능 제공 - Rest API, 유관기관 정책연동, APT 솔루션

BIG DATA 기반의 통합관제시스템

01

02

03

04

05

06

02-3 TMS 특장점



03-1

❶ 무선Device관리 – AP, 단말기(노트북, 스마트폰등)의무선기기의탐지

❷ 무선위협탐지및차단

❸ 무선보안정책관리 – 특정무선보안위협에대한차단정책설정

❹ 무선 Device기기위치파악

▶주요기능

▶WIPS 정의

Wireless

무선

Intrusion

침입

Prevention

방지

System

시스템

AIRTMS

Wi-Fi를 사용하여 허가되지 않은 통신을 시도하는

AP와 스테이션(단말기)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



03-2 AIRTMS – 구성도

CMS

Manager

Sensor

wireless Packet

1 1 0 0 1 1 1

Manager

Sensor

wireless Packet

1 1 0 0 1 1 1

S700

S600M

S600E

M200A

M100A

M50A

인가 비인가 인가 비인가



03-3 AIRTMS - 특장점

모든통신표준 환경에서 탐지/차단(802.11a/b/g/n/ac/ax)

센서독립모드(단독모드) (스마트센서특허기술적용)

자체설계된 H/W 및 S/W(최적화된 H/W 및 S/W기술적용)

현장에서검증된 AIRTMS 

다양한연동기능 제공 (표준 API, AP Controller , NAC )   

사용자정의 및표준 레포트 제공 ( PDF, Word, Excel 포맷지원 )   

01

02

03

04

05

06



04-1 일본

• S600M - 일본 전용 LTE 지원센서

• M30 - 가상화전용 매니저

• PCI DSS (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s) 지원

• 진단서비스 – 월별 혹은 1년 단위의구독모델

VM VM VM

Server



05-1 NEXT – 유무선 통합

Cent O/S 

TMX 

JVM

Kafka

JVM

ElasticsearchStrom

JVM

MariaDB

DataAggregator DataStore API / UI

AIRTMS API #1

AIRTMS API #2

AI + Machine Learning 

TMX API #1

TMX API #2

TMS

AIRTM

S





중부발전 산림청 산업인력공단

국군사이버사령부 대한민국육군 대한민국해군

별첨1 TMS 고객사

공공기관

대전/광주통합전산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통령실 한국방송통신위원회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우정사업본부 헌법재판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대한민국국방부 안전행정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넥슨 NHN엔터테인먼트 NBP KTNET GS 홈쇼핑카카오라인 NHN Play Art

금융결제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대한주택보증 수협은행 시티은행 현대중공업 강원랜드금융투자협회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일반/해외기업

(10여주요기관, 35여주요부처청 / 9여자치단체및 130여시군구 / 200여공사·공단·공기업, 70여예하부대)

경기도청 경상북도청 전라남도청 제주시청 충청북도청 경상남도청 충청남도청 청주시청용인시청광주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교육기관 (10여교육청및 150여대학)

(30여기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항철도 한국공항공사 대한적십자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부산항만공사국민연금 한국전력거래소

대한민국공군 기무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대학교 국군정보사령부국군체육부대국방기술품질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기상청 조달청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정보개발원통계청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서울시립대학교 강원대학교 단국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광주광역시교육청 경기대학교

http://www.mcst.go.kr/main.jsp


별첨2 WIPS(AIRTMS) 고객사

금융기관

정보통신/일반기업

교육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SK브로드밴드 신세계 I&C 신세계인터내셔날 이북5도위원회 신분당선한화건설분당서울대병원 파리바게뜨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학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대학교

하나은행 교보증권 금융결제원 하이투자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신영증권

서울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IBK투자증권 아이엠투자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유진투자선물 하나SK카드 외환선물 동양증권 KB국민카드 KG모빌리언스서울보증보험

공공기관

병무청 경남도청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지적공사 양산시청 대한석탄공사 경기도청 안전보건공단 봉화군청 대구광역시청

광주시청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복권위원회 여수광양항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방부 교통안전공단 한국남동발전

경상남도소방본부

한전원자력연료경북도청 한국철도공사

천안서북구청 밀양시청 SH공사 포스코

http://www.sinc.co.kr/main.do
http://www.ibuk5do.go.kr/5do/frt/main.do;jsessionid=98D78A77D7CF6DAADCB69537B47A9B2B.5do
http://www.gne.go.kr/index.sko
http://www.cbei.go.kr/site/cbei/main.do
http://www.seoulshinbo.co.kr/
http://www.gsnd.net/
http://www.mcst.go.kr/main.jsp
https://www.kocoal.or.kr/
http://www.lx.or.kr/lx/
http://www.knfc.co.kr/index.html


별첨3 특허/인증 _ TMS

국내 특허기술 획득

특허명 특허번호 출원일 등록일

패킷과시그니처 기반의침입탐지장치 및침입탐지방법 10-1491101 2013.09.04 2015.02.02

악성도메인탐지 시스템, 방법및컴퓨터판독 가능한기록매체 10-1398740 2012.03.15 2014.05.16

실사용자인증방식을 이용한디도스 공격대응시스템및이를이용한 디도스공격
대응방법

10-1223932 2011.04.19 2013.01.14

패턴매칭부를 이용한유해트래픽탐지방법 및시스템 10-0994746 2008.08.01 2010.11.10

컴퓨터네트워크상에서 악성봇과웜에 대한규칙기반탐지패턴을 자동생성하기위
한방법

10-0615080 2005.12.15 2006.08.16

컴퓨터네트워크상에서 악성봇과웜의 탐지에이용되는탐지척도의 자동선정방
법

10-0602920 2005.12.15 2006.07.12

MPLS VPN에서네트워크 모니터링을위한가입자 네트워크식별및트래픽 분류
방법

10-0676712 2005.01.04 2007.01.25

접근통제와 연동하는침입탐지시스템 10-0351305 2001.01.19 2002.08.21

다양한침입탐지모델을사용하는침입탐지시스템및그방법 10-0351306 2001.01.19 2002.08.21

CC인증 제품명 등급 인증번호 인증서발급일

TESS TMS V5.0 EAL3 NISS-0366-2012 2012.02.20

TESS TMS V6.0 EAL4 ISIS-0895-2018 2018.09.28

TESS TAS V6.0 EAL4 ISIS-0954-2019 2019.07.31

CC인증 획득(IT보안인증사무국)

GS인증 획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CC인증 제품명 인증번호 인증서발급일

TESS TMS V5.0 14-0020 2014.02.03

TESS TMS V6.0 19-0049 2019.01.28

TESS TMS V6.0 19-0237 2019.05.30



별첨4 특허/인증 _ WIPS(AIRTMS)

국내 특허기술 획득

특허명 특허번호 출원일 등록일

암호화기능을 가지는무선통신시스템 및그방법 10-1060620 2010.11.22 2011.08.24

Wi-Fi 사용자의 3D 위치추적시스템및그방법 10-1070615 2010.11.22 2011.09.29

멀티무선칩을이용한 채널고정스캐닝시스템 및그방법 10-1070613 2010.11.22 2011.09.29

자체보안기능을 구비한모바일터미널 및이의보안강화방법 10-1148889 2011.04.07 2012.05.16

클라우드센서네트워크를이용한지능형무선침입방지시스템및센서 10-1192446 2012.05.15 2012.10.11

CC인증 제품명 등급 인증번호 인증서발급일

AIRTMS 2.0 (WIPS) EAL4 NISS-0413-2012 2012.09.25

국내최초 WIPS CC인증획득(IT보안인증사무국)

국내최초 GS인증 획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CC인증 제품명 인증번호 인증서발급일

AIRTMS 2.0 13-0074 2013.04.08



이종목의더많은 IR정보 확인하기

주주와 기업을 연결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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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irgo.co.kr/IR-ROOM/09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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