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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아이온시큐리티는 코리아서버호스팅의 자회사로 전체 조직의 구성도이며
각 전문분야에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8
11월
07월

05월
04월

CERT Team 신설, 사례 중심 보안 컨설팅서비스 런칭
ICT-AWARD KOREA 웹 서비스 부문 은상
본사 이전(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5 고덕빌딩 2층)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 대상, 특화된 보안관제 서비스 런칭
KS클라우드 대상 보안관제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

2019
11월
10월

07월
02월

아이스크림에듀 ISMS 인증 컨설팅
네트워크 저장 분석 솔루션 개발업 엑사비스(Xabyss) MOU 체결
BGF네트웍스 기술적 취약점 진단
ICT-AWARD KOREA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부문 금상
A.I 기반 SIEM, ESM 기능 업그레이드 관제서비스 시작

2020
12월
11월

10월
05월
04월
02월

도레이첨단소재 기술적 취약점 진단
기술보증기금(KIBO) 한국벤쳐기업 인증
패션플러스 ISMS 인증컨설팅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공유기업 인증
ICT-AWARD KOREA 디지털콘텐츠 웹 서비스 부문 은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모의해킹, 보안 프로그램 취약점 점검
2020년 강소기업 선정
코리아서버호스팅 대상 Red Team 진행
한국닌텐도 홈페이지 모의 해킹

2021
12월
11월
05월
04월
03월
01월

ICT-AWARD KOREA 보안 분야 대상 화이트 해커로 구성된 보안관제센터 구축
대구사이버대학교 ISMS-P(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컨설팅
(주)아이티이지 ISMS-P(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컨설팅
KT IAAS(Infrastructure-as-a-service) 보안감사 진행
월드림시큐리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컨설팅
모다아울렛 지점별 보안 서비스 제공(전국 14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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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각 지점 노후방화벽 교체사업자 선정

빅데이터 분석·학습 기반 SIEM·ESM 관제 체계로 업그레이드

오피스 보안관제서비스 사업 시작

핀테크 업체 대상, 보안관제(Level4) 서비스 범위 업그레이드

(주)하이라인닷넷 24x365 기술지원 아웃소싱 사업자 선정

원격보안관제서비스 고객사 400개사 계약 (다빈치에셋, LG전자 러시아, 드림스 외)

(주)액텔라 24x365 기술지원 아웃소싱 서비스 사업자 선정

클라우드 보안관제서비스 사업 런칭

MS-Azure, AWS 고객사 대상 ‘DeepFinder’

클라우드 보안관제서비스 제공(메가존 외)

(주)펜타시큐리티 24x365 기술지원 아웃소싱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

원격보안관제서비스 300개사 계약(피키캐스트, 노랑풍선여행사, 휴온스)

클라우드 보안관제 서비스 시범 사업 시작(S/W방식 WAF ‘DeepFinder’ 기반)

“(주)아이온시큐리티”로 사명 변경(자본금증자(21억))

원격보안관제서비스 200개사 계약 (간삼건축, 현현교육, 공게임즈외)

원격보안관제서비스 부가사업자 등록

신세계아이엔씨 IDC고객사 대상

통합보안관제솔루션(ESM) 프로그램등록 및 저작권 등록

S/W방식 WAF ‘DeepFinder’ ASP 총판 선정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원격보안관제서비스 130개사 계약 (디지틀조선일보, 라이나생명, MBN 외)

(주)서브온넷‘보안관제사업부’ 인수 합병

정보보호체계(ISMS)인증 획득

“(주)큐브섹”으로 사명 변경

포티넷 총판 선정, ISO 27001 인증 획득

원격보안관제서비스36개사계약 (옥션, G마켓, 한국신용카드결제외)

통합보안관제솔루션(ESM) 자체개발완료

(주)아이온시큐리티 설립(납입 자본금 12억)









보안 장비 및 솔루션

다양한 침해 위협으로부터 중요 자산을

보호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보안솔루션과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장비를 판매 또는

임대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보안 환경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설계 구축하고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며 최적의

정보보안 인프라를 제안하고 운영지원, 유지보수 등을 제공합니다.

보안 시스템 설계 및 인프라 구축

Security Equipment and Solution

Security System design and Infra build up









Intercept X, 웹쉘탐지/복원, DB암호화

서버보안

서버 내 접근을 통제하는 커널 수준의 보안 기술로 서버 보안에 

필요한 접근제어 및 암호화, 랜섬웨어 방지 등 특화된 서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보안 컨설팅 서비스 _

아이온시큐리티는 전문 컨설턴트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정보보호

컨설팅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 컨설팅

웹 어플리케이션 진단(모의해킹) 컨설팅

범위 및 주요 수행 내용

범위 및 대상 선정

- 웹 서비스 페이지

1-1. 조직구성
1-2. 정책 수립

2-1. 범위 설정
2-2. 자산 식별 및 평가

3-1. 관리/물리적 진단
3-2. 법적 요구사항 진단
3-3. 기술적 취약점 진단
3-4. 위협 평가
3-5. 이행 계획 수립

4-1. 정보보호
4-1. 대책 명세 수립

5-1. IT 보안 감사 수행
5-2. 정보보호 교육 수행
5-3. 인증 심사 지원

- 관리자 페이지 등

진단 진단 결과 분석 보호 대책 및 가이드 라인 제공

- 웹 취약점 진단 툴을 활용하여 웹 상의 취약점을 진단
- OWASP 취약점 및 국정원 8 대 웹 취약점을 기본으로
    수행인력이 직접 취약점을 진단

- 진단 결과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취약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Safeguard) 도출

범위 및 대상 선정 시나리오 수집 대상정보 수집 모의해킹 수행 모의해킹 결과분석 모의해킹 보고서

거버넌스 수립 범위 정의 위험 관리 구현 사후 관리



보안 컨설팅 서비스 _

아이온시큐리티는 전문 컨설턴트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정보보호

컨설팅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침해사고 조사  | 웹/시스템 취약점 진단 | 인프라 취약점 진단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컨설팅 대상 협의 취약점 점검
대응 방안 제시 및
이행 조치 및 평가

이행 점검 컨설팅 보고서

현황 분석
취약점 분석 및

평가
정보보호 대책 수립 모니터링 및 개선

심사지원
[선택사항]



보안 환경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설계 구축하고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며 최적의 정보보안 인프라를 제안하고

운영지원, 유지보수 등을 제공합니다.

시스템 설계 및 인프라 구축 단계

Security System design
and Infra build up

시스템 설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 보안시스템 설계 단계 ]

[ 인프라 구축 단계 ]

01.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

07.
시스템 운영 설계
및 구축

08.
장비 선택 및 조달
(클라우드인 경우 서비스 선택)

09.

현황 분석 및
개선 사항 도출

02.
예산 확인 및
검토

03.
기술 구조
분석

04.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분석      

05.
보안 인프라
설계 완료

06.

OS 미들웨어 구축
(클라우드인 경우 서비스 선택)

11.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12.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축

10.



(주)모다아울렛

) (

(주)야놀자

한국닌텐도주식회사

서울에너지공사

(주)골프존

(재)불교방송 (주)패션플러스 (주)렌딧 (주)노랑풍선

(주)아이스크림에듀

효성 ITX (주)

(주)이나인페이

Netmarble Thailand

(주)신세계아이앤씨 (주)엘지씨엔에스현대에이치디에스(주)

(주)대웅제약 (주)아성다이소

(주)이나인페이

카페24(주 (주)인성정보한국호스트웨이(주)

(주)제너시스비비큐

서울사이버대학교 주)코리아서버호스팅



기업

) (주)

금융, 의료, 교육

개발, 쇼핑몰, 컨텐츠

IT, IDC

(주)인성디지탈(주)동우국제

TOSEI,Inc

인천산업유통사업조합

(주)씨티큐브

(주)드림시큐리티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휴먼컨설팅그룹

한국미쓰도요주식회사

(주)대농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주)에스제이피플

(주)공게임즈 (주)푸드테크 지미디어(주) (주)엠플렉스 (주)큐브렉스 오투씨앤아이

(주)한아아이앤티 (주)에스위너스 펑션베이(주) 윈윈소프트(주)엠투디지털 (주)유비온 경남대학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나인미라클(주)스터디채널 (주)엠서클 (주)케이아이엔엑스

펜타시큐리티시스템(주

호스트센터(주) 엔에이치엔고도(주)

(주)유호스트(주)한비로 (주)이호스트아이씨티 (주)블루웹 (주)비아웹세종텔레콤(주) (주)다온시스 (주)콘텐츠브릿지

(주)스마트넷테크놀로지 (주)노블시스 (주)하이라인닷넷 (주)엔쓰리엔클라우드 (주)네오인트 (주)쏘넷 (주)이노비스시스템 메가존클라우드주식회사

비브스튜디오스

모니터랩 소포스





상호 : (주)아이온시큐리티 대표자 : 조명래 사업자등록번호 : 215-87-7031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9-서울서초-2940호-

주소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 255 2층 (고덕빌딩)      개인정보관리자 : 이혁재 영업문의 : 02-2105-4400      기술문의 : 02-2105-4455

https://www.eyeonsecurit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