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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1. 회사개요

2. 성장연혁

3. 사업영역

4. 주요제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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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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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등의지분의 46%를상회하는안정적인지분구조

회사명 주식회사 휴네시온

설립연도 2003년 12월 15일

대표이사 정동섭

본사 주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97길 20, 2층/3층

자본금 48억원

사업분야 보안솔루션 개발 및 공급

주요제품 i-oneNet, i-oneNet DD 등 총 8종 솔루션

홈페이지 www.hunesion.com

구분 주식수 지분율 비고

정동섭 3,339,990 34.76% 대표이사

김영환 830,000 8.64% 연구소장

최진석 330,000 3.75% 경영지원본부장

㈜모비스 928,590 9.67%

기타 4,179,092 43.50%

합계 9,607,672 100.0%

2019년 12월 31일 기준

2009 ~  현 재
2002 ~ 2008
1999 ~ 2001
1995 ~ 1999

2019
1995  

Company Profile 대표이사및주주구성

2019년 12월 31일 기준

휴네시온 대표이사
브레인즈스퀘어 부사장
벤처허브 컨설팅 팀장
기아자동차 경영전략팀
전남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 석사
KAIST 경영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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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성장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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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사설립

06  기술연구소 설립인증

06 시스템 접근제어 및 계정관리 솔루션
NGS 출시

0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0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04 모바일 보안관리 솔루션
MoBiCa 출시

2003 2005 2006 2009 2010 2012

10  망 연계 솔루션
i-oneNet 출시

11 내방객 출입관리시스템
ViSiCa 출시

01  강소기업 선정(고용노동부)

11  대한민국 SW제품 품질대상 “i-oneNet V3.0” 우수상 수상
06  NGS V6.0 GS인증 획득
05  물리적 일방향 망 연계 솔루션 i-oneNet DD 출시
01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강남구)

12 일자리창출유공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대한민국 ICT대상 ICT혁신(일자리) 우수상

09  서울시 우수기업 공통브랜드
“HI Seoul 브랜드기업” 선정(서울특별시)

06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서울특별시)
02  “2017 Korea Security Vendor Top 50” 선정

12  정동섭 대표이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수상
08  KOSDAQ 상장
04  CCTV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CamPASS 출시

지능형 악성코드 탐지 솔루션 TresDM 출시

20152016201720182019

12 양일방향망연계솔루션
i-oneNet DX 출시

06 네트워크 트래픽 수집∙분석 솔루션
i-Spector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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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업영역

6

정보보안필수산업을영위하며보안산업핵심플랫폼기업으로성장

네트워크보안

인터넷 업무 중요

시스템보안 모바일보안

시스템 접속 경로의 일원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 관리, 통제, 

모니터링 및 감사 기능 제공

네트워크 보안은 유지하면서

분리된 네트워크의 서버 및

사용자PC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

기업의 모바일 오피스 환경에서 모바일

단말 관리 및 내방객 출입 통제를 통해

내부정보 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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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요제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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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의위협으로부터고객자산을보호하는핵심제품 Line-Up

네트워크보안

시스템보안 모바일보안

i-oneNet
망연계 솔루션

i-oneNet DD
물리적 일방향 망연계 솔루션

i-Spector
네트워크 트래픽 수집∙분석
솔루션

NGS
시스템 접근제어 및
계정관리 솔루션

CamPASS
CCTV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MoBiCa
기업용 모바일 단말관리
솔루션

ViSiCa
출입및안전작업 관리
솔루션

〮분리된망에위치하는서버간실시간

서비스연계및PC간안전한파일전송

〮국정원검증필암호모듈적용

〮CC인증 EAL4, GS인증1등급

〮전용NIC 일방향통신, 전용프로토콜통신

〮일방향전송TCP/UDP 지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안가이드라인충족

〮CC인증 EAL2, GS인증1등급

〮망분리환경의시스템통신이력 및트래픽

수집 기능

〮수집장치의소형화·경량화

〮트래픽분석결과점검보고서

〮3-in-One( 접근제어+계정관리+패스워드관리)

〮시스템접근경로일원화,우회접속시도 탐지

〮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법준수

〮CC인증 EAL3, GS인증1등급

〮CCTV 패스워드안전한통합관리

〮CCTV  유지보수를위한일회성계정발급

〮국정원검증필암호모듈적용

〮GS인증 1등급,  보안기능시험결과서

〮업무용모바일단말H/W통제

〮업무용앱관리및Whitelist기반 앱제어

〮도난,분실시원격화면잠금및데이터삭제

〮CC인증 EAL2

〮방문객출입신청·승인및유형별출입 관리

〮PSM(공정안전관리)위한 안전작업허가관리

〮MoBiCa와연동하여반입스마트폰 통제

〮GS인증 1등급

i-oneNet DX
물리적 양일방향 망연계 솔루션

〮이중경로의물리적일방향환경구축

〮전용NIC 일방향통신, 전용프로토콜통신

〮일방향전송TCP/UDP 지원

〮CC인증 EA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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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연계시장선두주자휴네시온

1. 망분리 환경에서보안플랫폼역할의제품지위

2. 정책기반망연계시장확장지속

3. 망연계솔루션선도기업휴네시온

4. 물리적일방향망연계시장공략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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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망분리환경에서보안플랫폼역할의제품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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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연계구간의단일접점으로다양한보안솔루션과연동및융합하여시장지배력강화

인터넷영역 내부망(보안영역) 기간망(보안영역)

물리적일방향망연계구간

Rx Tx

망연계구간

망 연계 솔루션 물리적 일방향 망 연계 솔루션

망 분리 환경의 분리된 망에 위치한

서버 간 서비스 연계, 사용자 PC 간

파일전송을 제공하여 망 분리 환경

보안성은 유지하고 높은 업무 편의

성을 보장하는 솔루션

최고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 기간망의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외부망에서 기

간망으로의 연결을 물리적으로 차단

하여 보안을 보다 강화한 연계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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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책기반망연계시장확장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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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정책강화에따라망분리대상지속확대

▷ 2019년
국가사이버안보전략발표
- 국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환경 개선

▷ 2017년
방위산업보안업무 훈련
- 국방부등 방위사업체 망분리 추진

▷ 2016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 민간기업 망분리 의무 확대

(ISMS 의무대상자 비영리단체(병원,학교) 등) 확대 적용

▷ 2013년
금융전산망 분리 가이드라인
- 금융기관 본점, 영업점 망분리 확대

정보통신망법 적용 일반사업자 망분리 의무화(ISMS 인증기준)

▷ 2012년
국가통신망법개정, 국가용 정보보호제품보안요구사항 발표
-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산화기관 망분리 대상 확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매년 취약점 분석 평가 실시

▷ 2008년
국가공공기관 업무 전산망 분리 지침
- 국가기관 망분리 구축 가이드

공공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대형병원 / 학교

방위산업

국가정보통신망 및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ISMS: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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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망연계솔루션선도기업휴네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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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이상의점유율로망연계시장점유율 1위지속

망연계제품군조달판매매출성장추이 i-oneNet 조달판매매출점유율

42.3%

24.4%

9.0%

7.1%

5.4%

4.9%

2.8% 2.5%
1.6%

휴네시온
A
B
C
D
E
F
G
H

i-oneNet 조달청 나라장터 매출 누적 기준 (2015~2020.1H)i-oneNet, i-oneNet DD 조달청 나라장터 판매가 기준 (단위: 백만원)

일반기업약 230여개금융기관약 100여개공공기관약 200여개

864 

2,731 
3,325 

4,609 

6,534 

1,853 

3,233 

2015 2016 2017 2018 2019 2019.1H 2020.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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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물리적일방향망연계시장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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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시설중심물리적일방향망연계시장성장에따른 i-oneNet DD, i-oneNet DX 시장공략

125 

913 

2016 2017 2018 2019 2020

국내산업제어시스템보안시장지속성장추세

i-oneNet DD
201805 GS인증(i-oneNet DD) 201808 나라장터 등록

(i-oneNet DD)

보안인증 품질인증 조달등록 레퍼런스

출처: 리서치앤마켓 2017 (단위: 억원)

물리적일방향

망연계솔루션

주력시장

i-oneNet 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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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Highlight

1. 고성장중인정보보안산업시장

2. 다양한포트폴리오를통한사업확장

3. CCTV보안시장공략

4. 클라우드보안시장진출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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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성장중인정보보안산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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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시장은지속적으로높은성장세전망

보안규제및정책강화에따른보안산업성장전망

2.7 3.0 3.3 
4.2 

6.8 7.1 
7.6 

8.7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17 2018(E) 2019(E) 2020(E)

정보보안 물리보안

출처: 2017,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단위 조원

보안시장규모

문 대통령 "2022년까지 정보보호 예산 8485억원 투입할 것"

- 2019년 7월 10일 정보보호의 날 기념 축사

2022년까지 국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 

-2019년 9월 3일 국무회의,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

5G 시대 보안 강화한다…‘5G보안협의회’ 출범

- 2019년 8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보안협의회 발족식 개회

정부부처 해킹시도, 최근 5년간 5배로 급증

- 2019년 9월 10일 행전안전부 정부부처 해킹시도 차단현황

국내 클라우드 확산 위한 민관합동 TF 발족

- 2018년 1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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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다양한포트폴리오를통한사업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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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시장에서요구하는다양한솔루션출시를통한사업영역확장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주력제품의안정적매출및유지보수매출증가

신규솔루션다각화를통한사업영역확장

주력사업전문화를통한연계솔루션매출증가

신규솔루션안정적시장진입

클라우드보안시장본격진출

신제품

2019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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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레퍼런스보안인증조달등록품질인증

CCTV 보안시장공략

16

2018년 CCTV 패스워드관리솔루션 CamPASS 출시, 영상보안시장본격공략

201805 
GS인증 201809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2020년 시험결과서 획득 예정

201810 
국정원검증필암호모듈

보안기능 시험결과서

6개 관제센터 1만2천여대 CCTV

CCTV 관리대상증가 CCTV 영상해킹사고증가 법적규제강화

ㆍ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제품에

발급하여 국가∙공공기관에서 보안적합성

검증절차 없이 즉시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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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클라우드보안시장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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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성장세가예상되는클라우드보안시장진출

0.87
1.01

1.18
1.31

1.44

2017 2018 2019 2020 2021
출처: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9.06), 단위: 조원

On-Premise On-Premise + Cloud Cloud

레퍼런스클라우드기반망연계솔루션클라우드기반통합계정관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개발지원’ 5개 과제 중 망연계 부문 휴네시온 유

일 선정

〮2019년 하반기 클라우드 망연계 보안서비스 상

용화

〮 2019년 하반기 KT Cloud 마켓플레이스 입점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 접근제어 및 계정관리

서비스 제공

〮클라우드 플랫폼과 API 연동하여 클라우드 환경

에서 중앙 통합 관리

〮2019년 하반기 KT Cloud 마켓플레이스 입점

국내클라우드확산정책국내클라우드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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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분석

1. 안정적인성장진행중

2. 성장의초입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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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정적인성장진행중

19

별도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연도별매출추이및조달매출비교 유지보수매출추이

342 

670 

986 

2,102 

2,803 

1296 

1577 

2015 2016 2017 2018 2019 2019 1H 2020 1H

7,675 

10,325 

13,193 
11,808 

14,962 

864 

2731 3325 
4609 

653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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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장의초입

20

별도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원)

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원)

분기별매출추이 반기기준제품별매출현황

2,183 2,503 2,728 

7,548 

2,367 

4825 

20191Q 20192Q 20193Q 20194Q 20201Q 20202Q 20191H    20201H

1,939
3,307

125

426

599

1436

77

263

1296

1577

2,172

327

i-oneNet i-oneNet DD NGS

CamPASS 유지보수 기타

7,336

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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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Presentation에서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휴네시온 (이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의

반출, 복사 또는 타인에 대한 재배포는 금지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본 Presentation에의 참석은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의 준수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것이며 제한 사항에 대한 위반은 관련 증권거래법률에 대한 위

반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회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성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개

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

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 ‘전망’, ‘계획’, ‘기대’, ‘(E)’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위 “예측정보”는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

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미래실적은 “예측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은 Presentation 실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재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방향 등을 고

려한 것으로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와 전략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각 계열사, 자문역 또는 Representative들은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과실 및 기타의 경우 포함)

본 문서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 및 청약을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그 어느 부분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는 투자결정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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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꼭필요한보안솔루션으로안전하고행복한세상을만드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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