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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 아이커머는 System솔루션(HPC, VDI, Cloud등) 및 IDC 컨설팅 & 구축, IDC관리 솔루션, M/A 등 IT전문서비스 업체

• 24시간 365일 전국 지원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최상의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IT선두기업
1. 일반현황

Ⅰ. 회사소개

회사명 (주) 아이커머 대표자 심영길 대표이사

사업의 종류 데이터센터 컨설팅, 데이터센터 관리 솔루션 제공, 시스템 솔루션 제공 및 M/A

주소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106

연락처 전화 82–2–466–3700 FAX 82–2-466-3760

회사설립년월일 2002년 1월 2일 벤더 파트너 업력 16년 1개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2002년 1월 ~ 2019년 04월 현재 (17년 03개월)

일하기 좋은 100대기업 선정

신뢰지수 및 기업문화 우수성 인정

•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서치 및 컨설팅 회사
GPTW(Great Place to Work Institute)가 매년 선정

• 구성원들간의 긍정적인 기업문화로 업무성과 증진

취업하고 싶은 기업 선정

직원 만족도, 기업역량 우수성 인정

• 매일경제와 중소기업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가
공동 추진사업

• 대외이미지, 근무조건, 기업역량 및 특장점, 직원
만족도 등을 심사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데이터센터 구축부문 국내1위 수출

• 유럽,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수출

• 데이터센터 및 상황실 구축: 3건

• HP HW: 7건

• SW: 2건

중소기업 기술혁신 상장 수상

IT부문 기술혁신 인정

• 아이커머의 우수기술을 널리 알리고, 기술혁신에 기여

• 혁신사례 전파와 공유를 통한 아이커머 위상 제고

• 기술인재가 대우받는 사회풍토 조성

http://www.icomer.com/bbs/board.php?bo_table=prize&wr_id=33&page=1
http://www.icomer.com/bbs/board.php?bo_table=prize&wr_id=33&page=1


1. 일반현황

Ⅰ. 회사소개

2019

• 한국장착재단 노후화 장비 및 솔루션 등 인프라 보강사업 수주

• 케냐 조세청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수주

• 현대카드 고성능 GPU 서버 납품

• 삼천포 재난방재센터구축 사업 수주

• 현대자동차 HPC 구축

2018

• 해양경찰청 정보시스템 이전 구축

• 현대자동차 HMC 학습을 위한 고성능 연산 서버 구축

• KOICA-방글라데시 디지털 지방행정 시스템 사업 수주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HPC 시뮬레이션 장비 구축

•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데이터센터 內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수주

• 현대카드 Digital Foundation 증설

2017

• 현대자동차그룹 ERP 컨설팅및 구축

• KOICA-우즈베키스탄 표준청 지원 사업 수주

• 삼성그룹사 VMWare 유지보수 계약 수주

• 삼성SDS 데이터센터 통합배선 사업 수주

• 케이토토 체육진흥투표권 IT인프라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수주

2016

• 볼리비아 계량시험소 환경구축 사업 수주

• [주]삼성물산 상사부문 전산실 구축

• ’16년 SDS x86서버 통합유지보수 수주

• HP Enterprise Platinum Partner 2016 선정

• 한국수력원자력(주)보안관제센터 수주

2015

• 현대자동차 HPC 구축

• 현대해상화재보험 NT서버 가상화 통합 사업

• ㈜아이커머 베트남 법인 설립 완료 (iComer Vina Co., Ltd.)

• 유한화학 DR센터 구축

• 삼성종합기술원 HPC 구축

2014

• 베트남, 에디오피아 사업 진출

• 르완다 국방부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구축

• 삼성반도체 HPC 구축

• 현대자동차 HPC 구축

• 제51회 무역의날 1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 FY14 HP Server Best Partner 선정

2013

•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화 솔루션 UbiGuard-GDMS 출시

• 제50회 무역의 날 100만불수출의 탑 수상

• 삼성전자 중국, 영국법인 S클라우드 BigData 시스템 구축

• 제14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 201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획득

2012

• ‘'2012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선정

• 삼성 테크윈 HPC구축

• FY12 HP ISS Best Partner 선정

• 아이커머는 System솔루션(HPC, VDI, Cloud등) 및 IDC 컨설팅 & 구축, IDC관리 솔루션, M/A 등 IT전문서비스 업체

• 24시간 365일 전국 지원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최상의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IT선두기업



1. 일반현황

Ⅰ. 회사소개

구 분 2016 2017 2018 평균

총자산 11,109 20,199 26,074 19,127

자기자본 4,241 4,590 5,023 4,618

납입자본금 550 550 550 550

유동부채 6,452 15,209 20,651 14,104

고정부채 416 400 400 405

유동자산 8,195 17,357 23,232 16,261

영업이익 138 405 459 334

경상이익 208 425 504 379

자산회전율 4.0% 3.8% 2.7% 3.5%

부채비율 161.9% 340.1% 419.1% 307%

유동비율 127% 114.1% 112.5% 118%

이자보상비율 5.9 25.2 27.6 20

총매출액 44,480 78,231 70,232 64,314

(단위:백만원)



1. 일반현황

Ⅰ. 회사소개



1. 일반현황

Ⅰ. 회사소개



Ⅰ. 회사소개

• 아이커머는 HPE Platinum파트너(HPE 최고등급)

• 다양한분야의 시스템구축및 운영 사업의수행경험을바탕으로여러 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
1. 일반현황



기업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GS인증-Ubiguard))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Ⅰ. 회사소개

• 기업혁신용 중소기업 인증, 자체개발 솔루션인 FMS GS 인증 보유

•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전문건설업 등의 면허 보유
1. 일반현황

http://www.icomer.com/bbs/board.php?bo_table=notarize&wr_id=27&page=3
http://www.icomer.com/bbs/board.php?bo_table=notarize&wr_id=27&page=3
http://www.icomer.com/bbs/board.php?bo_table=notarize&wr_id=32&page=1
http://www.icomer.com/bbs/board.php?bo_table=notarize&wr_id=32&page=1
http://www.icomer.com/bbs/board.php?bo_table=notarize&wr_id=9&page=11
http://www.icomer.com/bbs/board.php?bo_table=notarize&wr_id=9&page=11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전기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

Ⅰ. 회사소개

• 기업혁신용중소기업인증,자체개발 솔루션인 FMS GS인증 보유

•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전기공사업,전문건설업등의면허 보유
1. 일반현황

http://www.icomer.com/bbs/board.php?bo_table=notarize&wr_id=27&page=3
http://www.icomer.com/bbs/board.php?bo_table=notarize&wr_id=27&page=3
http://www.icomer.com/bbs/board.php?bo_table=notarize&wr_id=11&page=10
http://www.icomer.com/bbs/board.php?bo_table=notarize&wr_id=11&page=10
http://www.icomer.com/bbs/board.php?bo_table=notarize&wr_id=23&page=5
http://www.icomer.com/bbs/board.php?bo_table=notarize&wr_id=23&page=5


사업수행 현황



II. 사업수행 현황

• ㈜아이커머 조직은 ICT사업부, 솔루션사업부, IDC사업부,경영기획실, 유통사업부, 기술연구소 등 6개 사업부로 구성
• 고객 환경과 요구사항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갖춤2. 사업수행 현황

ICT

사업본부

고객: 삼성, 현대,  한화그룹사공공기관, 

SMB 등

담당 : W/S, VDI, HPC, Cloud, Server, 

가상화등

IDC

사업부

고객 : 삼성, 공공기관, 해외등

담당 : 컨설팅, 설계, 시공, 감리

경영

기획실
인사노무, 결산, 예산업무

유통

사업부
수입생수유통& 판매사업

기술
연구소

설비시설, 전력, 대기환경등

통합관제시스템개발업무

(자사솔루션 – UbiGuard)

 ICT 1팀

 ICT 2팀

 ICT 3팀

이사회

ICT 사업본부

IDC 사업부 경영 기획실 기술 연구소

국내 / 해외 지점

경영전략
위원회

 인프라1

 인프라2

 U 솔루션

 기술지원

 베트남법인

 경영지원

 전략기획

 품질관리

 연구개발

유통사업부

 수입유통

수원 동탄 천안 구미베트남

CEO

ICT 사업부

 솔루션 팀

 컨텐츠 팀

솔루션 사업부



II. 사업수행 현황

2. 사업수행 현황

(2019년 04월 기준)

구 분
전문분야

합계
경영 관리/수행 영업

시스템
엔지니어

연구원

ICT 사업본부 1 7 11 16 36

IDC 사업부 1 5 5 11 22

경영기획실 1 3 4

기술 연구소 1 1 3 5

해외 유통 사업부 1 1 2

대표이사 1 1

회장 1 1

합계 7 17 16 30 3 73

구 분
지역별 인력현황

합계
서울 수원 동탄 천안 구미 베트남

ICT 사업본부 5 3 3 2 2 1 16

초급기술자

42%

중급기술자

42%

고급기술자

16%

관리/수행

22%

영업

20%엔지니어

44%

경영

10%

연구원

4%

(2019년 04월 기준)

전체현황

ICT 사업본부 엔지니어 보유 현황

전문 인력 현황



II. 사업수행 현황

2. 사업수행 현황

서울 지부(5) 수원 지부(4) 동탄 지부(4)

탕정 지부(2)

구미 지부(2)

서울

탕정/천안/아산

구미

수원

기흥/화성

서울 지부 : 5

탕정 지부 : 2

동탄 지부 : 3 

수원 지부 : 3

구미 지부 : 2 

베트남 (1)

엔지니어 지원 현황

Name Level Career

김병준 중급 7년

이호진 중급 5년

서대진 중급 4년

임세종 초급 1년

권용현 초급 1년

Name Level Career

장일석 고급 8년

김현길 초급 3년

김성호 중급 4년

Name Level Career

민현석 고급 12년

이승현 고급 8년

박재성 초급 2년

Name Level Career

이철우 고급 8년

방병철 초급 1년

Name Level
Caree

r

류호성 고급 10년

이대형 중급 4년

Name Level Caeer

김영훈 고급 8년



II. 사업수행 현황

2. 사업수행 현황

구 분
Sales Technical

필요 인원 취득 인원 필요 인원 취득 인원

Server 7 10 2 6

Storage 7 10 1 2

Network 7 10 2 3

Cloud 4 10 1 2

구 분
Sales Technical

필요 인원 취득 인원 필요 인원 취득 인원

Software 2 2 2 2

구 분 자격증명 취득 인원 비고

VMWare VMware vSphere : Install, Configure, Manage [V6.0] 3 VMWare 멤버쉽 관련

Linux Linux+ POWERED BY LPI 1 Linux 지원 관련

구 분
Server Storage

ISS StoreEasy StoreVirtual EVA StoreOnce 3PAR

취득 인원 18 2 2 2 3 3

1. HPE Partner Ready Platinum Membership 자격증 현황

2. HPE Software Gold Membership 자격증 현황

3. 기타 자격증 취득 현황

4. HPE Partner Ready Service Delivery SQ 현황



II. 사업수행 현황

• 아이커머는 주요 사업내용으로 인프라 구축 및 통합유지보수,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등을 수행

• 다양한 사업 수행 요건에 맞춘 최상의 IT 서비스의 만족도 제공2. 사업수행 현황

진행 시기 발주기관 사업명 계약 금액

2019.03 현대자동차 2018년 해석용슈퍼컴퓨터증설 / HPC 26.7

2018.12 삼성리서치 삼성리서치 SR-AIC One DATA infra 구축 건 6.0

2018.11 현대오토에버 오픈소스 LAB 환경 구축 1.0

2018.10 삼성전자 삼성전자네트워크사업부 KDDI 서버 구매건 2.0

2018.09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가상화서버 (HP서버, VMware) 납품건 1.02

2018.09 삼성전자 삼성전자네트워크사업부(SIT Lab) SKT NSA 4.1

2018.08 SK테크엑스 SK stoa 클라우드인프라 구축 1.44

2018.08 현대자동차 CCS 통합증설 GPU 서버공급 4.6

2018.06 삼성전자 삼성전자무선사업부 HE그룹 5G 해석용 H/W 구매 5.1

2018.06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HPC 시뮬레이션장비납품 건 2.34

2018.06 현대카드 Digital Foundation 증설_서버,스토리지,메모리,NW 6.96

2018.04 삼성리서치 삼성리서치 R&D클라우드환경 구축및 백업 인프라개선 13.0

2018.03 삼성전자 삼성전자네트워크사업부 Jio수주장비 가상화제품통합개발서버 10.1

2017.12 SK테크엑스 SKB납품 HD STB 확대건을 위한 HW 납품 3.79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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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술지원체계

• 아이커머는 삼성그룹사, 현대그룹사, 한화그룹사, SMB등의 통합유지보수 및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

•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서 HP x86서버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3-1. 기술지원 체계

Yes

Yes

Yes

No

No

장애 발생

장애원인파악

원인분석 / 작업계획서 제출

승인

추가 장애처리 <Elevation 진행> 
HP, ICOMER 본사 엔지니어, 담당 영업대표

승인

장애처리 종료

장애접수 현장도착

고 객 사

고객사와 협의

Yes

장애원인 보고서 작성

완료
No

* Elevation 절차 참조 및 로그 수집

장애처리

• 장애발생시 최단 시간 내 도착 가능자 투입
• 인원부재(휴가/출장) 발생시, 최소 2명 이상 비상대기 확보

ICT수원센터

아이커머 각 지역별 Manager 
요청 시 본사 엔지니어 Backup

지원 및 영업 파트 지원

본사

ICT구미센터

천안(탕정)

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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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발생 레스판스 센터

레스판스 센터 내각 분야별 전문가

글로벌 Expert Center(WTEC, LAB)

지원 엔지니어 장애보고

유기적인 협업을 통
한 장애 지원

* 복잡한 문제,장기화된 문제는 L3로 엘리베이션 진행

미해결

P24

CS 방문지원 요

청

HPE는 장애 발생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장애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장애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