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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 일반현황

4IR Awards  AI/챗봇부문大賞수상

| 연혁

| 개요

| 보유인력현황

| 조직도
대표이사

자문위원및고문 경영지원실

ITO 사업본부 기업부설연구소AI사업본부

• ITO사업기획팀

• ITO사업지원팀

• ITO 사업팀

-SI/SM사업수행

• AI 사업부

-AI솔루션기획/지원

-AI사업수행

-솔루션마케팅지원

• 솔루션연구및개발

• 프레임워크연구및개발

등급
업무 합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기타

연구소(컨설팅) 5 1 3 1 - -

마케팅/영업 2 1 1 - - -

일반관리 4 1 1 2 - -

개발(정규직) 27 3 12 5 7 -

개발(장기계약직) 73 22 33 15 3 -

계 111 28 50 23 10 -

2013

2001

2018

2022 (2022.12.31현재, 단위 : 명)



1. 일반현황 > 재무제표



2. 솔루션및특허현황



3. 사업개요



4. 주요사업

4.1 금융 SI/SM/ITO

웹모바일뱅킹구축



4. 주요사업

4.2 웹모바일사업



AI시스템구축
및컨설팅

DT & Mining

Visualization AI/ML System

AI solution 
Consulting



AI Chatbot Builder, ‘AiR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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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주처 사업명 계약기간 비고

하나은행 K-택소노미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카탈로그 계약 2023-08~2023-10 단독수급

한국증권금융㈜ 투자자예탁금 반환금 계정 시스템 구축 2023-03~2023-07 단독수급

하나은행 ICT-ReBuild사업_프로젝트ONE_대응개발/UI/UX 개선 2023-03~2023-08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소득세 우리사주 대응개발 2022-11~2023-02 단독수급

한국증권금융㈜ 제휴연금저축담보대출 시스템구축 2022-09~2023-05 단독수급

농협은행 농협은행/NH정보계차세대 2022-07~2023-06

하나은행 ML활용 기업여신 시스템심사고도화 IT구축 전산용역 2022-07~2023-02 단독수급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예수금 2022-05~2023-03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신용정보원 대응개발 2022-04~2022-09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수신개발지원 추가 계약 2022-03~2022-09 단독수급

하나은행 하나은행 비대면 소호대출 확대 2021-12~2022-06

한국증권금융㈜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 구축 2021-10~2021-12

신한은행 신한은행/기업뱅킹 고도화(기업 비대면 채널 전면 재구축) 2021-10~2022-10

신한은행 신한은행 디지털채널 DT과제 공통 SI 개발 2021-08~2022-01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 수신 개발 지원 사업 2021-07~2022-03

한국증권금융㈜ 데이터 3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대응 개발 2021-06~2021-09

한국증권금융㈜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 구축 2021-05~2021-10



구분 발주처 사업명 계약기간 비고

하나은행 하나은행 마이데이타 정보제공사업 2021-04~2021-10

하나은행 하나은행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전산개발 용역 2021-04~2022-01

한국증권금융㈜ 공매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도급 2021-04~2021-05 단독수급

우리은행 우리은행 마이 데이터 구축 사업 2021-02~2021-09

한국증권금융㈜ 증권유통금융 대주이율 이원화 개발을 위한 도급 2020-12~2021-03 단독수급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 2020-09~2021-01 단독수급

하나은행 대외사업 토스뱅크 IT구축사업_리스크 개발 2020-07~2020-08

한국증권금융㈜ 증권중개 리스크관리 2차 개선 인력 도급 2019-10~2020-01 단독수급

한국증권금융㈜ 차입대주 권리처리 등 시스템 구축 2019-08~2020-03 단독수급

(주)국민은행 KB국민은행 / TheK_AI플랫폼 구축사업_플랫폼 개발 2019-04~2019-12

한국증권금융㈜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 계약 2019-03~2019-10 단독수급

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차세대 시스템 구축 2019-01~2019-04

(주)국민은행 KB국민은행 / The K (KB국민은행 차세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2019-01~2020-10

한국증권금융㈜ 인터넷뱅킹 및 증권중개웹시스템 재구축 2021-09~2022-06

한국증권금융㈜ 일반담보대출 자동화 등 비대면 채널 개발 2019-12~2020-08 단독수급



구분 발주처 사업명 계약기간 비고

하나은행 2022년도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도급 2023-01~2023-12 단독수급

하나은행 EDMS팀 (기업여신실행/퇴직연금OP)운영 2022-10~2022-12 단독수급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_22년 ITO 외주비 2022-11~2023-10

하나은행 2022년도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도급 2022-01~2022-12 단독수급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_22년 ITO 외주비 2021-11~2022-10

신한은행 AI음성봇 대화모델 설계 및 개발 2021-05~2021-10

하나은행 하나은행 2021년 기관영업지원업무 도급운영 2021-05~2021-12 단독수급

하나은행 여신유닛:여신-기업/소호업무 운영 2021-05~2021-12 단독수급

하나은행 여신유닛:여신-기업/소호업무 운영 2021-03~2021-12 단독수급

하나은행 투자상품유닛:자본시장통합 신탁업무 운영 2021-02~2021-12 단독수급

하나은행 2021년도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도급 2021-01~2021-12 단독수급

하나은행 KEB하나은행 2019년 전산용역 총괄 계약_하나카드 운영 2020-01~2020-12

산업은행 KDB산업은행 / 2020년_금융운영18 (KDB산업은행 ITO 7차년도) 2020-03~2020-07

㈜하나은행 2020년도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도급 2020-01~2020-12 단독수급

산업은행 KDB산업은행 / ITO 6년차 하반기 5개월 구매 2019-10~2020-02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IT아웃소싱(3차년도) 2019-06~2020-10



구분 발주처 사업명 계약기간 비고

현대카드 현대카드 AICC 기능개선 2022-09~2022-12

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 AICC 기능개선 2022-09~2022-12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협회 코스봇 신규 질의응답 300개 추가 2022-07~2022-11

SK증권 SK증권 AICC 챗봇 구축 용역업무 위탁 계약 2022-07~2023-03

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 AI Call 추가구축 계약 2022-05~2022-06

ADT캡스 ADT캡스 / 20년 차세대 OSS 시스템 구축_DT 2022-03~2022-10

AIA생명 AIA생명/AICC 구축 프로젝트 2022-03~2022-12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차세대_빅데이터분석외 2022-01~2022-10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AI해피콜 시스템 구축 용역 2021-09~2022-01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챗봇 시나리오 통합 및 인터페이스 구축 2021-09~2021-12

현대카드 현대카드/캐피탈 AI음성봇 구축 2021-08~2022-01

SK ㈜ DT Pricing 계약 시스템 구축 2021-04~2021-12 단독수급

신한은행 신한은행 상담사쏠리2단계 프로젝트 SI개발 공급 2020-10~2021-03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협회 FAQ 챗봇 구축 2020-09~2020-12 단독수급

SK ㈜ SK주식회사/HR Chatbot 개발 2020-07~2020-11 단독수급

씨엔씨티에너지 씨엔씨티에너지 챗봇 개발 건 2020-01~2020-08



구분 발주처 사업명 계약기간 비고

SK ㈜ SK /사내 업무지원 DT Use Case 개발 2019-11~2020-05 단독수급

풀무원 지능형 챗봇 개발 2차 프로젝트(임직원 대상 시범 서비스 구축) 2019-05~2019-08 단독수급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ITO(1년차)_추가용역_Chatbot 시나리오 확대구축 2019-05~2019-07

㈜하나은행 하나은행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분석 및 포털개발 2019-01~2019-06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통합유지보수 2023-01~2023-12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AI해피콜 다이얼로그 매니지드 서비스 운영 2022-02~2022-12 단독수급

SK ㈜ SKCC / 22년 SKCC 사내 DT Use Case 운영 2022-01~2022-06

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 AirCall 서비스 이용에 따른 매니지드 서비스 제공 계약서 2021-12~2023-11

현대카드 현대카드 AirCall 서비스 이용에 따른 매니지드 서비스 제공 계약서 2021-11~2024-09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KAI ITO(3년차)/Chatbot(챗봇) MA 2021-10~2022-09 단독수급

SK ㈜ 21년 SKCC 사내 DT Use Case 운영 2021-07~2021-12

한국항공우주산업㈜ 2020년_인프라운영1(KAI ITO 2년차)/Chatbot API 전환&TEST 2020-06~2020-07 단독수급

㈜왕자NHC 왕자행거 챗봇 유지보수사업 2020-06~2021-05 단독수급

SK ㈜ SKCC/20년 SKCC 사내 DT Use Case 운영 2020-06~2020-12 단독수급

왕자NHC㈜ 왕자행거 챗봇 유지보수사업 2019-06~2020-05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통합유지보수 2019-01~2019-12



구분 발주처 사업명 계약기간 비고

SK하이닉스 주식회사 SKHy / 22년 실장기 개발 관리 시스템 구축 2022-12~2022-12

SK ㈜ SK주식회사 C&C myCareer 경량화 사업 2021-07~2021-11 단독수급

SK ㈜ 전자인감 날인 시스템 도입 2021-05~2021-07 단독수급

SK ㈜ SK/차세대 MIS구축 2단계 2020-12~2021-06

SK ㈜ SK / 러닝포털 IDP, Self profiling 기능 개편 2020-11~2021-06 단독수급

SK ㈜ SKCC / 사내 Data Lake 구축 2020-11~2021-01 단독수급

SK건설(주) SK건설 EPC Advisor System 확대 2020-07~2020-09

SK네트웍스(주) SKN/SK 렌터카 사업시스템 통합 2020-04~2020-09

SK네트웍스(주) SKN/SK 렌터카 사업시스템 통합 선투입 2020-02~2020-03

SK네트웍스(주) SKN/렌터카 분사통합 2단계 Migration 개발 2019-10~2020-01

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통합연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_(연구지원)추가개
발

2019-09~2019-12

SKC 신소재 기술 기반 Open Platform 2019-07~2019-09 단독수급

SKC Inc SKC Inc 홈페이지 리뉴얼 2019-06~2019-07 단독수급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일병
원

2019년도 건강검진 실시기준 변경관련 홈페이지 개발 1식 2019-02~2019-03 단독수급

KT KT ICP 2019-02~2019-06



구분 발주처 사업명 계약기간 비고

SK하이닉스 주식회사 SKHy / 23년 IT운영_RnD, MIS 2023-01~2023-04

SK ㈜ SKCC / 23년 SKCC 사내 DT Use Case 운영 2023-01~2023-07 단독수급

SK ㈜ SK주식회사/23년 SKCC MIS 운영 2023-01~2023-06
단독수급

SK ㈜ SKCC / 23년 PROMIS 안정화 및 운영 2023-01~2023-06 단독수급

SK ㈜ SKCC / 22년 SKCC 사내 DT Use Case 운영 2022-01~2022-12 단독수급

SK ㈜ SK/22년 SKCC MIS 운영 2022-01~2022-12

SK하이닉스 주식회사 SKHy / 22년 IT운영_경영 2022-01~2022-12

SK ㈜ SK/21년 SKCC MIS 운영 2021-07~2021-12 단독수급

SK하이닉스 주식회사 SKHy / 21년 IT운영_경영 2021-07~2021-12

SK ㈜ SKCC / 사내 DT Use Case 운영 2021-02~2021-12 단독수급

SK하이닉스 주식회사 SKHy / '21년 IT운영_경영 2021-01~2021-06

SK ㈜ SKENS / 2020년_제조운영4 2020-07~2020-12 단독수급

SK하이닉스 주식회사 SKHy '20년 ITO (Enterprise Solution2) 2020-07~2020-11

SK ㈜ SK그룹 / 그룹2020년 Portal운영1 2020-04~2020-06 단독수급

SK하이닉스 주식회사 SKHy '20년 ITO (Enterprise Solution2) 2020-04~2020-06

SK ㈜ SK그룹 / 그룹2020년 Portal운영1 2020-01~2020-03 단독수급



금융

제조/서비스/교육/유통 공공

의료 통신/미디어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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