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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CEO

한컴그룹은 혁신적인 융복합 기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과감한 혁신을 거듭한 결과 
종합 ICT 융복합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ㆍ기관들과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며 
업계의 동반성장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혁신하는 스마트솔루션 세상은 
한컴그룹이 만들어 갈 내일입니다.

내일을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지속성장하는 한컴그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컴그룹 회장

김상철



1413

Company
History

한컴위드 인수 (前 소프트포럼) 

보안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 

캐피탈익스프레스 설립

한글과컴퓨터 인수 

대한민국의 대표 오피스 소프트웨어 기업 한글과컴퓨터 인수

대한민국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브랜드 기반 확보

2005

2009

2010

오피스, 임베디드, 포렌식 등

종합 소프트웨어 그룹으로 성장
2014

2015

한컴MDS 인수 

국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을 리딩해온 MDS테크놀로지 인수

(現 한컴MDS) 종합 소프트웨어 그룹으로의 본격적인 도약

한컴GMD 인수 (前 지엠디시스템) 

모바일 포렌식 업계 1위 기업 지엠디시스템 인수

한컴인터프리 설립 

음성인식 및 통번역 산업 진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공동개발한 자동통번역 솔루션

'말랑말랑 지니톡' 공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ICT 융복합 그룹의 시작

2016

2017

한컴텔라딘 인수 (前 텔라딘)

M2M 통신 모듈 및 모뎀 개발 기업 텔라딘(現 한컴텔라딘) 인수 

한컴톡카페 설립

프라이빗 메신저 서비스 '말랑말랑 톡카페' 출시

한컴라이프케어 인수 (前 산청)

군/경/산업체 대상 독보적 지위를 가진 개인안전장비 기업 산청

(現 한컴라이프케어) 인수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 장비 및 재난안전 플랫폼 개발 

한컴로보틱스 인수 (前 코어벨)

로봇 사업 본격 진출

자율주행 특화 지능형 로봇 기업 코어벨 인수 (現 한컴로보틱스)

4차 산업혁명 신성장동력으로 로봇 사업 육성 시작

4차 산업혁명 기반 
신사업 다각화 및 시너지 창출

2018

2019

2020

한컴엔플럭스 인수 (前 엔플럭스) 

스마트시티 관제 솔루션을 보유한 엔플럭스 (現 한컴엔플럭스) 인수 

한컴인베스트먼트 설립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투자사업 진출

한컴모빌리티 인수 (前 미래엔씨티)

공유 모빌리티 시장 진출

실시간 주차 공유 플랫폼 기업 미래엔씨티(現 한컴모빌리티) 인수 

Accufly.AI 설립 (합작법인)

중국 4대 인공지능 기업 iFLYTEK(아이플라이텍)과 합작법인 설립 

음성인식 통번역, 핀테크, 교육, 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AI) 사업 추진

한컴인텔리전스 설립

한컴금거래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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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현장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홈 서비스 로봇 [TOKI],
안내 서비스 로봇 [Eligen], 물류 로봇 등 

로봇

˙분산ID, IoT, 스마트계약, 디지털 핀테크 

˙디지털 자산관리 플랫폼

˙밝고 투명한 통합 금거래 서비스

블록체인

Hancom 
Group's 
Core 
Business

말랑말랑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컴그룹의 
핵심 경쟁력

˙음성 및 이미지, 안면인식 솔루션 및 
챗봇 기반 AI 콜센터

 
˙평창올림픽이 인정한 통번역 솔루션 

[지니톡, 지니톡고, 지니비즈]

˙글로벌 AI 기업 iFLYTEK과의 합작사 
[Accufly.AI]설립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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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구 및 제공 

˙한컴스페이스 및 말랑말랑 한컴타자 제공  

˙캐쥬얼 콘텐츠, 학생 제작 게임, 
제휴 콘텐츠 서비스제공

˙귀여운 필기구로 이루어진 
말랑말랑 무브먼트 캐릭터

말랑말랑플랫폼 서비스

˙IoT 기반 공유주차 서비스 플랫폼 
[말랑말랑 파킹프렌즈]

˙자율주행, V2X 등 스마트카를
이루는 [Automotive 솔루션]

스마트 모빌리티

˙디지털트윈 소방안전플랫폼

˙실시간 도시 통합 관제 솔루션 
[Intelligent City Platform]

스마트시티

˙드론코딩, 기본교육, 임무특화 교육,
드론 인증 / 자격 교육 등

˙공공안전 드론 개발

드론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ICT 융복합 소방안전장비]

  
˙재난현장을 첨단 기술로 대응하는 

[대테러 안전장비]

˙차세대 화재 진압 컨트롤 타워 
[소방안전플랫폼]

소셜세이프티

˙헬스케어, 드론, 교육 등을 아우르는
[한컴 말랑말랑 VR]

˙치매예방 훈련, 드론 운용훈련, 
실감형 / 체감형 놀이교육 등

VR /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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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그룹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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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겠습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불확실성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한컴그룹은 명확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첨단기술로 세상을 바꿔나가며 

전 세계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도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Challenge

세상을 바꾸기 위한
한컴그룹의 핵심가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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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사고로
생각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넘어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꿈과 가능성을 현실로 바꿀 수 있도록 

시시각각 깨어있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기업이 되겠습니다.

Open Thinking

세상을 바꾸기 위한
한컴그룹의 핵심가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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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세상을 바꾸기 위한
한컴그룹의 핵심가치. 3

그리고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한컴그룹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사용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세상, 
상생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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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그룹의 마인드 아이덴티티

미래를 혁신하는 한컴그룹은 부드럽지만 역동적인 형태의 로고처럼

항상 생각은 부드럽고 유연하게, 행동은 도전적이고 실천적으로 하기위한, 

한컴그룹의 사고방식이자 혁신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마인드 아이덴티티입니다.

말랑말랑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CT 선도 기업인
한컴그룹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 마주하는 방법이자 태도입니다. 

한컴그룹은 말랑말랑을 통해 
기존의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말랑말랑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스마트한 솔루션이 자유롭게 모이고, 
모두와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생태계로 
진화해 나가겠습니다.

말랑말랑은 
한컴그룹의 사고방식이자 
혁신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마인드 아이덴티티(MI)입니다.

한컴그룹의 핵심가치

Together
상생

Challenge
도전

Open Thinking
열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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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그룹이 
말랑말랑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한컴그룹>은 
최고의 기업들과 함께 공유 가치를 기반으로 
콘텐츠와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을 조성하여 함께 상생하고 
성장하며, 나아가 사람들의 삶에 혁신을 가져다 주는 
미래를 혁신하는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편리한 세상
업무와 생활의 편리함을 디자인 합니다.

안심되는 세상
안정적인 혁신과 안심되는 
생활 모두를 약속합니다.

한컴위드 :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플랫폼, 보안솔루션 및 

모바일 포렌식, 스마트 헬스케어, VR 전문 기업

한컴금거래소 : 금 옥션 서비스, 디지털 금거래, 블록체인 보증서, 

디지털 전당포 & 금융상품

한컴라이프케어 : 스마트 안전 솔루션

한컴인베스트먼트 : 4차산업 유망기업 발굴투자

캐피탈익스프레스 : 종합금융서비스

파인아시아자산운용 : 주식, 채권 및 부동산 투자펀드

자유로운 세상
언어, 정보, 교육 등에 있어 
막힘없는 소통과 문화를 디자인 합니다.

한컴아카데미 : 스마트러닝, 드론아카데미, SW아카데미, 청리움  

한컴인터프리 : 통번역 / 음성인식

한컴텔라딘 : IoT 무선통신 솔루션

한컴톡카페 : 메신저 서비스

한컴인스페이스 : 위성 / 드론 솔루션

영상 분석 서비스

한글과컴퓨터 : AI 기반 스마트워크솔루션

한컴인텔리전스 : 초연결 지능화 솔루션

한컴MDS : ICT 융복합 토털 솔루션

한컴로보틱스 : 지능형 로봇

한컴모빌리티 : IoT 공유주차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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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세상For a Convenient World 업무와 생활의 편리함을 디자인 합니다.

한글과컴퓨터 : AI 기반 스마트워크 솔루션

한컴인텔리전스 : 초연결 지능화 솔루션

한컴MDS : ICT 융복합 토털 솔루션

한컴로보틱스 : 지능형 로봇

한컴모빌리티 : IoT 공유주차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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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는 아래아한글 1.0을 시작으로 
30년 간 PC를 비롯하여, 모바일, 웹, 클라우드 등 
디바이스의 경계를 허무는 미래 오피스 환경에 대응하였으며, 
새로운 IT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글로벌 스마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핵심요소인 인공지능, 음성인식솔루션 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구축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SW 기업

인공지능부터 SW서비스까지, 
글로벌 스마트워크 솔루션 

For a Convenient World

편리한 세상

한글과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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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PC

A.I

Mobile

Service

비즈니스 영역 주요 제품 / 서비스

한글과컴퓨터의 최신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클라우드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펼쳐지는 오피스 세상

한컴스페이스

한글과컴퓨터 대표 소프트웨어
뛰어난 호환성과 다양한 편의기능으로 
문서 편집, 데이터 관리, 프레젠테이션에 
최적화된 스마트워크 솔루션

한컴오피스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안정성을 갖춘
개방형 OS 및 중앙관리 솔루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공동 개발)

구름플랫폼

클릭 한번으로 이미지가 간편하게
보정되고 카메라 기종에 따라
사진 색상이 자동으로 보정

이지포토

역사 / 문화를 학습하는 타자연습과 
누구나 쉽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타자게임

한컴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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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클라이언트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등 약 23만여 개 고객사

230,000

미국, 영국, 유럽, 남미 등 
전 세계 12여 개국 150여 개 고객사

150

2,000만 사용자

20,000,000

1990 한글과컴퓨터 설립

1994 한글 2.5 발표(서울 정도 600년 기념 타임캡슐 수장)

1996 코스닥 등록, 정부기관 오피스 계약

2003 씽크프리 인수

2004 아시아눅스 참여 웹서비스 등 비즈니스 확장

2009 씽크프리 국내 서비스

2011 모바일 / 클라우드 오피스 시장 본격 공략

2012 이지포토 사업인수

판교테크노밸리사옥으로 이전

2014 MDS테크놀로지 인수

월드클래스 300 선정

한컴그룹 출범

2015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 ‘한컴스페이스’ 출시 

2018 아마존 워크독스 문서 공동 편집 기능 출시

2018 한국의경영대상 기술혁신부문 6년 연속 수상

2019 말랑말랑플랫폼 오픈	

러시아 대표 포털 ‘Mail.Ru’ 내 웹오피스 공급 계약

인공지능 통번역기 ‘말랑말랑 지니톡 고!’ 출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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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Convenient World

편리한 세상

40

한컴인텔리전스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IoT, AI, 빅데이터, 
보안 등의 핵심 솔루션과 이를 구현하는 SW 개발 컨설팅을 
다양한 산업 영역에 제공합니다.

한컴인텔리전스는 IoT, AI, 빅데이터, 보안 등을 융합하여 
초연결 사회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IoT, AI, 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IoT, AI, 빅데이터를 아우르는
4차 산업혁명의 지능형 솔루션

한컴인텔리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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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영역

2010 자동차 SW 테스팅 시장 진출

2015 IoT 시장 진출

2016 양방향 IoT 플랫폼 'NeoIDM' 개발

NeoIDM, OMA TestFest 2016 상호 운용성 
최상위 등급 획득

2017 NeoIDM 기반 공장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수행

2018 NeoIDM 신 SW상품대상 수장 
(2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부문)

NeoIDM GS인증 1등급 획득

삼성전자 스마트홈 가전 NeoIDM공급

설계 자동화 및 시뮬레이션 시장 진출

2019 NeoIDM 사업 확대 (대기환경 모니터링 및 자산관리)

NeoIDM 해외 진출 (일본, 중국)

암호키 및 인증서 통합 관리 솔루션 사업 인수 
(NeoKeyManager)

얼굴인식 AI 솔루션 시장 진출

시스템ᆞ소프트웨어 설계 플랫폼 R.AUTO 개발

2020 한컴인텔리전스 설립

한컴MDS로부터 ‘암호키 관리, 영상분석 AI, IoT, 설계 및 
개발 솔루션 부문’ 분할

NeoKeyManager 금융권 사업확대

연혁

주요 제품 / 서비스

금융
카카오뱅크, 토스, 케이뱅크, 한국은행, 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하나금융티아이, 메리츠종금증권, 

DGB대구은행 등

디지털기기 · 반도체, 산업자동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신흥정밀 등

국방 · 항공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트론, 만도, 현대엠엔소프트, 한국자동차연구원, 삼성SDI, LG화학, 

현대오토에버, 현대케피코, 경신, 보쉬, 콘티넨탈, 한국지엠, LG전자, 유라코퍼레이션, 한국델파이, 

재규어, LG이노텍, 혼다, 현대트랜시스, 광주그린카진흥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정부 · 공공, 연구기관

행정안전부, 대법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아동권리보장원, 서울특별시, 전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

유통, 통신사 등 일반 기업 쿠팡, CJ오쇼핑,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민앤지, NBP, 이지렌탈, USEN, Fibergate 등

주요 클라이언트

지능형 IoT솔루션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 보안 기술과 융합

˙양방향 통신(FOTA 포함) 기반 IoT 관리 · 제어

얼굴인식 AI 솔루션

˙빠른 인식속도와 높은 인식률

˙출입통제, 지능형 CCTV, 리테일, 모바일, 헬스케어 적용

암호키 관리 솔루션

˙국제 키관리 표준 준용, HSM 기반 암호키 통합관리

˙디바이스 / 전자문서 인증, 민감정보 관리

개발품질 및 생산성 향상 솔루션

˙국제 표준에 근거한 개발 단계별 솔루션 및 컨설팅

˙요구분석, 설계, 구현, 검증, 개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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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MDS는 전 산업분야에 IT 융합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1위의 ICT 융복합 토털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AI, 머신 데이터 분석 솔루션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SW의 품질 
향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의 ICT 융복합 기업을 넘어, 고객 가치를 혁신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내일을 생각하고 도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1위의 ICT 융복합 토털 솔루션 기업

자율주행, AI, 머신 데이터를 아우르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지능형 솔루션 & 서비스

For a Convenient World

편리한 세상

한컴MDS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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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영역

컨버전스 분야

1994 한컴MDS  설립

1998 Lauterbach 파트너 계약 체결

2006 코스닥 상장

2007 국방항공 정부 과제 시작

2008 실시간 운영체제 국제표준 획득

Kontron 파트너 계약 체결

2009 FLIR 파트너 계약 체결

2010 자동차 시장 진출

2014 한컴그룹 편입, 매출액 1,000억원 달성

2016 한컴텔라딘 인수

2017 한컴로보틱스 인수

2018 NVIDIA 파트너 계약 체결

2019 한컴모빌리티 인수

2020 Arm 파트너 계약 체결

연혁

주요 제품 / 서비스

SW 컨버전스 산업  컨버전스

융합 SW 솔루션 SW 품질 향상 솔루션 지능형 Edge 디바이스 융합 컴퓨팅 플랫폼

˙실시간 운영체제
˙표준 프로토콜

˙표준 디버거
˙타이밍/네트워크 분석

˙열화상/실화상 카메라
˙융복합 센서/모듈

˙IoT & AI 플랫폼
˙고성능 GPU

˙융합 SW 개발자 전문교육 서비스

˙융합 SW  품질 검증 컨설팅 서비스

˙국방/항공 시스템 안전 컨설팅 서비스

˙산업별 융합 플랫폼 구축 서비스(발전, 공정 제어)

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트론, 만도, 한국자동차연구원, 삼성SDI, LG화학, 콘티넨탈오토모티브시스템, 이래AMS, AUDI, BMW, 
BOSCH, DELPHI등

디지털 가전 · 기기 삼성전자, LG전자, 하나시스, 서울전자통신, TG삼보, 효성티앤에스, 오케이포스 등

국방 · 항공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대한항공, 
쏠리드윈텍 등

산업자동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LS일렉트릭,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특수강, 고려아연, 포스코 ICT, 신흥정밀 등

반도체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Arm, 르네사스, 인피니언, NXP, 퀄컴, 텔레칩스 등

에너지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공공 · 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광주그린카진흥원,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김포철도사업단 등

주요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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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영역

이노베이션 분야

1998 윈도우 임베디드 운영체제 시장 진출

2004 자동차 전장 시장 진출

2009 친환경 시장 진출

2012 자율주행/ADAS 시장 본격 진출

2014 머신 데이터 시장 진출

2015 V2X 시장 진출, 클라우드 사업 진출

2018 AUTOSAR 솔루션 공급

연혁

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만도, 삼성SDI,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디지털 가전 · 기기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OKPOS, 효성티앤에스 등

국방 · 항공 국방과학연구소, 한화,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산업자동화 LS일렉트릭,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현대제철, 포스코ICT, 신흥정밀 등

에너지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포스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금융 우리파이낸셜, 신한금융그룹, KB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등

공공 · 연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광주그린카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등

주요 클라이언트

주요 제품 / 서비스

자율주행 / ADAS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위한 
토털 솔루션 및 전문 컨설팅

˙자동차 SW 개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솔루션

머신 데이터

˙머신 데이터를 이용한 운영 및 
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모니터링 플랫폼

차량 대 사물 통신
(Vehicle to Everything)

친환경 자동차

˙레벨5 자율주행을 위한 통신 SW

˙커넥티드 자율주행과 스마트 인프라
를 위한 커넥티드 기술 및 서비스

˙친환경 기반 미래 자동차 

개발 및 검증 솔루션

˙지속가능한 전기자동차
(Electric Vehicle) 기술

Windows IoT OS 클라우드

˙산업용 디바이스 운영체제

˙기술지원 및 교육 서비스

˙클라우드 구축 컨설팅 및 기술지원

˙통합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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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컴로보틱스는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음성인식 등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로봇을 개발하여 다양한 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돕는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

고객 맞춤 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된 로봇 솔루션

For a Convenient World

편리한 세상

한컴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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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코어벨 설립

ISO 9001 인증 획득, 부설 연구소 설립

2003 벤처기업 확인 (중소기업청)

2005 제 1회 대덕밸리 하이테크 창업 경진대회 대상 수상

2007 GD (Good Design) 선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2009 전시 해설사 로봇 시스템 개발

2013 물류이송로봇 시스템 개발

2017 한컴그룹 편입

2018 한컴로보틱스 사명 변경

연혁

주요 사업

· AI를 통한 사용자별 맞춤 대화와 
퀴즈 놀이

· 영어책 읽기, 영어 대화 등 
외국어 교육 콘텐츠

· 로봇 동작을 활용한 코딩 놀이

· 홈 모니터링 및 화상통화 기능 등 
홈 서비스 기능 탑재

· 음성인식 자동 응대  시스템

· 다국어 지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자율주행 기술 기반 전시 해설

·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 제공

· 자율주행, 자동 충전, 다중 제어 시스템

· 생산 관리 시스템과 연동

· 경로 계획 수립 및 통합 관제

· 생산 현장에 최적화된 SCADA 기반 
물류 로봇 운영 시스템

홈 서비스 로봇 ‘토키(Toki)’ 안내 서비스 로봇 '엘리젠(Eligen)' 물류 로봇

비즈니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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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모빌리티는 IoT 기반 스마트 공유주차 솔루션으로
거점형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어 갑니다.

IoT 센서 기술을 통해 빌라, 개인주택, 공동주택, 교회 등 
낮과 밤 시간대에 비어있는 주차 공간의 정확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손쉽게 주차장 검색, 예약, 결제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도시 내 주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실시간 주차 예약 서비스로
새로운 주차 문화를 열어가는 기업

IoT 센서 기반 스마트 공유주차 솔루션으로 
주차문제 해결

For a Convenient World

편리한 세상

한컴모빌리티



55 56

2013 미래엔씨티 법인설립

2014 벤처기업 인증

2015 차량감지, 주차정보제공, 주차관리시스템 특허등록

2016 평창동계올림픽 실증사업 참여

2017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2018 서울시 그린파킹 업무협약 

서울시 영등포구 협약

SK브로드밴드 클라우드캠 협약    

2019 서울시 공유기업 선정

한컴그룹 편입

한컴모빌리티 사명 변경

서울시 마포구, 동작구, 구로구, 광진구,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양천구, 송파구, 종로구, 강북구, 용산구 협약

연혁

비즈니스 전략비즈니스 영역

전기차 충전소 및 공유 시스템 연계 V2X 통신을 이용한 지능적 주차 보조 시스템 거점 기반의 물류 플렉스 시스템

전기차 스테이션 자율주행차 스테이션 Last Mile Delivery 스테이션

기존 라이드쉐어링 업체에 픽업존 제공 및 
제휴서비스

차량 공유 업체와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제휴 서비스

주차면 공유 플랫폼인 말랑말랑 파킹프렌즈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 카 쉐어링 서비스 주차 공유 서비스

공유주차 플랫폼을 발전시켜, 공유전기자전거, 공유차량, 공유승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플랫폼과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물류 등의 통합 스테이션 플랫폼을 동시에 지원하는 MaaS 플랫폼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컴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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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 서비스

무단주차 시 요금의 4배 가산 요금 부과, 경찰서 신고 처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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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Connected World 자유로운 세상
언어, 정보, 교육 등에 있어 
막힘없는 소통과 문화를 디자인 합니다.

한컴아카데미 : 스마트러닝, 드론아카데미, SW아카데미,

청리움

한컴인터프리 : 통번역 / 음성인식

한컴텔라딘 : IoT 무선통신 솔루션

한컴톡카페 : 메신저 서비스

한컴인스페이스 : 위성 / 드론 솔루션

영상 분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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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아카데미는 교육생태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러닝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객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드론, 인공지능, 자율주행, 데이터분석, 임베디드 로봇 등의
최신전문기술을 고객의 입장에서 Time to Value에 적합하도록
최적의 교육 솔루션 및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청리움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한컴그룹의 최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힐링, 문화, 체험교육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드론, 인공지능, 자율주행, 임베디드, 로봇 전문 교육 및
자연과 어우러진 공유 플랫폼 기업

자연, ICT, 교육이 어우러진
공유 플랫폼 

For a Connected World

자유로운 세상

한컴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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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MDS아카데미 개원

2006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인가

삼성SDS, 삼성전자, LG전자 등 위탁교육실시

20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SW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자동차SW 전문기술교육센터 개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트론 등 

자동차SW 교육 실시

2017 한컴MDS아카데미로 기관명 변경

인피니언 공인교육센터 지정

유니티 공인교육센터 지정

교육기자재 판매 전문 쇼핑몰 “mds shop” 오픈

2018 2018CES 드론 시뮬레이터 출품

국내 최초의 NVIDIA DLI(Deep Learning Institute)

공인 교육센터 지정 (전세계 5번째)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LS산전 등 기업맞춤형 교육 실시

2019 DJI UTC 드론 교육 사업 계약

㈜한컴아카데미 신규법인 설립

한컴MDS아카데미 한컴SW아카데미로 기관명 변경  

한컴 드론아카데미 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SW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8차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참여(16차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업” 참여(3차년도)

고용노동부 주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   

서울시 주관 “뉴딜 일자리 인턴십 사업” 참여

성남시 주관 “2020년 성남시민학교” 참여

연혁

비즈니스 영역 주요 사업

청리움

한컴
스마트러닝

한컴SW
아카데미

한컴 
드론 아카데미

AI 기반의 
신개념 교육플랫폼

드론 생태계
조성

산업공통
특화교육

숨을 쉬는 
공유 플랫폼

한컴 SW아카데미

인공지능, 자율주행, IoT, 로봇, 임베디드, 자동차 SW, 
보안, VR/AR  분야 등 전문기술 교육 서비스 제공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T융합 전문 기술 교육센터

한컴 드론아카데미

드론코딩, 기본교육, 임무특화교육, 
산업별 특화 응용교육, 드론 인증/자격 교육 및 

공공안전 드론 개발, 드론 판매, 드론A/S 서비스 제공

드론 생태계 조성

한컴 스마트러닝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러닝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객 맞춤형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

AI 기반의 신개념 교육플랫폼

청리움

가평의 수려한 청정 자연환경과 
한컴그룹의 최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주거, 교육, 헬스케어 공간을 구현 

숨 쉬는 공유 플랫폼

기관 / 협회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기술사회, 한국전파진흥협회, 벤처기업협회, 충북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GITC, 경남테크노파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대학 / 교육원
서울대학교, KAIST, GIST, 한양대학교, 국민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대구대학교, 부경대학교, 숭실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제주대학교,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호남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충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금호공대, 제주대학교 등

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트론, 현대NGV, 현대오토에버, 만도, 유라, 경신 등

모바일 / 통신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팬택 등

디지털 / 가전 노틸러스효성, 밸크루텍, 팅크웨어, 여의시스템, 아이디스, 파인디지털 등

반도체 / So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퀄컴, 인피니언, 텔레칩스, 넥스트칩 등

DTV / 셋톱박스 휴맥스, 가온미디어, 윈스 등

국방 / 항공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LIG넥스원, 대한항공, 한화 등

산업자동화 포스코ICT, LG이노텍, 노틸러스효성, 두산, DSME, 한라비스테온공조 등

의료 삼성메디슨, 메디게이트, 지멘스, GE헬스케어 등

IT솔루션 삼성SDS, LGCNS, AhnLab, SKC&C 등

주요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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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인터프리는 세계적 수준의 음성인식, 자동번역 기술을 
보유한 다국어 자동 통·번역 솔루션 업체입니다.

현재 모기업인 한글과컴퓨터를 비롯, 음성인식 및 자동 통번역 
분야에서 20년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다국어 번역 기술을 보유한 엘솔루 등 굴지의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자동통역기, 다국어문서번역, 음성인식솔루션, 외국어학습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음성인식 및 번역 솔루션 기업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실현하는 
자동 통·번역 솔루션

For a Connected World

자유로운 세상

한컴인터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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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컴인터프리 설립 및 ETRI연구소 기업등록

2016 지니톡 출시

어워드코리아2016 올해의 앱 수상

2017 KMA 소비자평가기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어플 수상

지니톡 오프라인 출시

2017 대한민국 모바일어워드 공공서비스부문 대상

어워드코리아2017 올해의 앱 수상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자동통역 서비스

중앙 / 나주 박물관 큐레이팅 로봇, 

서울시장실 고도화 사업 등 엔진 공급	

2018 대한민국 모바일어워드 수상

2019 지니튜터 한국어 버전 – 한국어 교사 시스템 제공

지니톡고 지니비즈 음성인식 / 번역 솔루션 공급

SKT NUGU 번역솔루션 공급

연혁

비즈니스 영역 주요 제품 / 서비스

한컴의 자동번역기술과 자연어처리 기술을 클라우드 기반의 Open API로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

지니톡 고!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외국인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휴대용 통번역기

지니비즈

인공지능 기반 회의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외국어 번역을 지원해주는 회의용 솔루션

지니톡

음성인식, 문자입력, 이미지 내 문자번역을 한번에 제공하는 통역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말하기 학습에 중점을 둔 대화형 외국어 교육 플랫폼

인간의 음성을 분석하여 텍스트로 변환하는 음성인식 기술

지니톡 TEXT

지니톡 PRODUCTS

지니 튜터

지니톡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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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텔라딘은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여 IoT환경 기반을 만드는 
첨단 통신 솔루션 공급 업체입니다.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사업 체계를 갖추어 
고객이 필요로하는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이를 이용하는 고객 및 기업이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하는 파트너입니다.

5G, LTE & V2X 통신모듈, IoT 관리 솔루션 기업

하나로 연결되는 세상을 위한
무선통신솔루션

For a Connected World

자유로운 세상

한컴텔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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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영역

2011 텔라딘 법인 설립

2013 LBS 단말 사업진출

2014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

Sprint향 TD-LTE 모듈 출시

2015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듈 인증

2016 한컴그룹 편입

일본 Docomo / KDDI향 모듈 출시

2017 일본향 CPE 출시

2018 Mini Phone 출시(for Kids)

위험물 차량 관리 단말 출시

IoT 관제 플랫폼(NEO-IDM)

2019 한컴텔라딘 사명 변경

연혁

주요 제품 / 서비스

한컴
텔라딘

3G, 4G
LTE 기반
통신모뎀

키즈폰M2M
통신 모듈

Kids Phone은 유아 / 초등학생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크기의 제품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디자인과 미키 마우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등의 캐릭터로 UI/UX를 구성하였습니다. 

유해 사이트 등 아이들에게 해로운 모든 것들을 차단하였으며 

학습에 필요한 네이버 파파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부모에게 아이들의 위치를 실시간, 주기적으로 알려줍니다. 

Kids Phone

한컴텔라딘은 3G, LTE 그리고 5G 이동통신을 이용한 

모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뎀 및 단말기들은 수 많은 택시, 버스, 

민간 / 공공 업체들의 차량에 탑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시스템, 환경분야, 에너지 분야, 재난분야 등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IoT

한컴텔라딘은 기업 차량, 위험물 차량, 축산 차량 등 

일반 / 특수 차량 관리를 위한 단말기와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산업용 IoT 플랫폼, Neo-IDM과 같은 

IoT 디바이스 관리 플랫폼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차량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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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톡카페는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지향합니다.

말랑말랑 톡카페 앱에서 채팅과 커뮤니티를 하나로 이용 할 수 있으며 
폭탄 메시지, 시크릿프로필 등의 다양한 기능과 운세, 이모티콘 등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서비스와의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메신저 서비스 전문 기업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For a Connected World

자유로운 세상

한컴톡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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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컴톡카페 설립

말랑말랑 톡카페 모바일 버전 출시

2017 말랑말랑 톡카페 PC 버전 출시

운세 서비스 오픈

2018 이모티콘 서비스 오픈

연혁

서비스 주요기능

공식 캐릭터 이모티콘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기있는 10가지 테마의 운세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대화방 내 지니톡 번역을 통해 실시간으로 외국인 친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정해진 시간에 사라지게 하거나 열리게 할 수 있는 폭탄 / 예약 메시지, 

단체 대화방 내에서 특정인과 대화하는 귓속말 등 

다양한 메시지 기능으로 재미있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메시지 기능

하나의 앱으로 채팅과 커뮤니티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는 물론이고, 카페에서 관심사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채팅과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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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Convenient World

편리한 세상

78

한컴인스페이스는 항공우주 산업 분야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전문 기업으로, 위성지상국 시스템 구축, 무인드론운영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축적된 항공·우주 분야 원천기술을 민간산업에 기술을 적용하여,
사회전반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 개발된 기술을 스마트시티 사업에 접목시켜 비대면 기술, 
무인 AI기술 기반 산출물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오픈 예정입니다.

위성·드론·항공 분야를 아우르는 
영상 정보화 스마트 솔루션 

위성, 드론, AI, Big data 기반
GEOINT 솔루션 & 서비스

한컴인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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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영역

2012 02 ㈜인스페이스 설립

2013 07 방위사업청 영상처리 신기술분야 장려상 수상

2017 07
10
12
12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전문기업 인증
ICR 품질경영시스템(지상국 응용 SW개발) 인증
국내 최초 환경 위성 지상국구축 사업 수주
국내 최초 달탐사 위성 지상국구축 사업 수주
드론 영상 분석 서비스 런칭

2018 10 대전광역시 국방산업발전분야 표창장 수상

2019 08

08

08
09

[AI기반 태양 측면 자기장영상 복원 기술] 
네이처 아스트로노미 게재
산악지형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드론 및 
스테이션 개발 사업 수주 (북한산 국립공원)
GS인증 1등급 획득 – 드론샛 (DroneSAT)
GS인증 1등급 획득 – 인스테이션 (InStation)

2020 02
09
10

대전광역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선정
한컴그룹 편입
한컴인스페이스 사명 변경

연혁

주요 제품 / 서비스

정부·공공, 연구기관 대전광역시, 경남 진주시, 충남 공주시, 한국수자원공사, 통계청, 산림청,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국방·항공 공군사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시스템(주), LGCNS

민간
케이티, LG U+, 현대건설, 유콘시스템(주), 아이빔테크놀로지(주), ㈜에스이랩, 오상자이엘, 

인더스마트, KMAC, 지아이소프트, 지오스토리 

주요 클라이언트

위성 지상국  운영 플랫폼
(ORCA)

위성자료 수신 / 수집 / 
전처리 / 자료관리

위성영상 가공 / 분석 / 표출 /
통합모니터링 / 배포

전자동 무인 드론 운영 시스템
(DroneSAT)

영상 분석 서비스

스마트시티 무인드론 안전망 구축, 

북한산 국립공원 통합 모니터링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고객용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드론 / 위성영상 기반 객체탐지

(차량 / 사람), 변화탐지 (도로 / 건물), 

불법구조 탐지, 이상징후 감지, 

소나무고사목/산불 탐지 등 

고품질의 영상 분석 솔루션

지상국 SW

지상국HW

ORCA
위성 지상국 
운영 플랫폼

영상분석
서비스

드론셋

통합 관제

영상분석
서비스

위성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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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Safe & Secure World 한컴위드 :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플랫폼, 보안솔루션 및

모바일 포렌식, 스마트 헬스케어, VR 전문 기업

한컴금거래소 : 금 옥션 서비스, 디지털 금거래, 

블록체인 보증서, 디지털 전당포 & 금융상품

한컴라이프케어 : 스마트 안전 솔루션

한컴인베스트먼트 : 4차산업 유망기업 발굴투자

캐피탈익스프레스 : 종합금융서비스

파인아시아자산운용 : 주식, 채권 및 부동산 투자펀드

안심되는 세상
안정적인 혁신과 안심되는
생활 모두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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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위드는 정보보안 1세대 기업으로 20년간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개발 역량으로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최적화된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기술 확장을 통해 IT기술 간 시너지를 향상시킵니다.

특히, 블록체인 및 스마트시티 분야의 사업확장을 통해
IT 기반의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모바일 및 디지털포렌식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컴의 미래가치 사업분야인 스마트 헬스케어, 드론,
스마트 교육 분야에서 VR/AR 기술을 융합하는 등
글로벌 IT 융합기업을 목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플랫폼, 보안솔루션 및 
모바일 포렌식, 스마트 헬스케어, VR 전문 기업

신뢰받는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기업

For a Safe & Secure World

안심되는 세상

한컴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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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04월 소프트포럼 설립

2001 11월 코스닥 등록

2010 10월  한글과컴퓨터 인수

2012 03월  한국SW기업경쟁력 대상 보안SW부문 우수상 수상

11월  신기술실용화 지경부 장관상 수상 

2015 05월   Non-ActiveX 기반 PKI 솔루션 AnySign 출시

12월   한컴시큐어 사명 변경

2016 06월   FIDO 1.0 UAF iOS 클라이언트 / 인증장치 및                

          U2F 1.0 서버 인증 획득

2017 03월   KTNET과 공인인증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10월   현대페이와 블록체인 기술 협력 계약 체결

금융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생명, 

KB생명, 흥국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알리안츠생명보험, 카카오뱅크, K뱅크 등

공공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대검찰청, 교육청, 병무청, 경찰청,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특별시, 

전주시, 코레일공항철도, 남동발전 등

협회 · 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적십자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투자협회,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국제협력단 등

제조
한국지엠, 엘지석유화학, SK케미칼,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대림산업, 롯데건설, 동국제약, 한국야쿠르트, 

한국제지, 경동도시가스 등

유통 · 운송 · 서비스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 롯데닷컴, 신세계,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CJ대한통운 등

통신 · 미디어 · 출판 KBS, SBS, EBS, MBC, SKT / KT / LG U+,  한겨레신문 등

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의료원, 경희대의료원, 카톨릭대학교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암센터, 

동국대학교의료원 등

교육기관 성균관대학교, 공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등

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육과학기술연구원 등 

2018 03월   블록체인 보안 솔루션 

           Blockchain Security Suite 출시 

04월   차세대 인증 솔루션  AnyPIN 출시

08월   한컴엔플럭스 인수

11월   FIDO Alliance FIDO2 서버인증 획득 

2019 03월   한컴시큐어-대림코퍼레이션,

           산업용 통합관제솔루션 사업 제휴

04월   '서울시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07월   한컴위드로 사명 변경

2020 01월   한컴GMD 인수 합병

연혁

비즈니스 영역

주요 클라이언트

지자체, 금융, 공공, 협회˙기관, 제조, 유통˙운송˙서비스, 
통신˙미디어˙출판, 병원, 교육기관, 연구소 분야 1,200여 고객사

분산ID, IoT, 블록체인보안
스마트계약, 디지털 핀테크 

정형·비정형 데이터 암호
통신 데이터 암호

스마트 도시관제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스마트빌딩

FIDO 기반 생체인증
웹 기반 얼굴 인식

간편 인증
PKI 인증 

차세대 인증 데이터 암호

스마트시티 플랫폼블록체인

블록체인 & 보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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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플랫폼

블록체인 보안 솔루션

블록체인  IoT 플랫폼

Hancom SLedger

Hancom Blockchain Security Suite

Hancom BIoT

블록체인

정형데이터 암호

비정형데이터 암호

정형 비정형데이터암호  

전문통신 데이터 암호

Hancom xDB

Hancom xFileCrypto

Hancom xDB TSS

Hancom xConnect

데이터 암호

스마트시티 플랫폼 Hancom NFLUX스마트시티 플랫폼

모바일 앱 기반 공인인증 / 암호화 

가상키보드 보안

모바일 앱 위변조 방지

Hancom xSmart

Hancom xKeypad

Hancom xAppShield

모바일 보안

사설 인증 체계

Non-ActiveX 공인인증

무설치 인증

FIDO 기반 생체인증

웹기반 간편인증

웹 기반 얼굴 간편인증

Hancom xPKI

AnySign PC

AnySign Lite

Hancom Pass

AnyPIN

FacePIN

차세대인증

오픈소스 보안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통합분석 
차세대 엔드포인트 보호 솔루션

솔루션 제품

통합인증 및 권한 관리 SSO / EAM계정 / 권한관리

제품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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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사기관 대검찰청 및 지방 12개 지방청,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및 17개 지방청, 경찰청 보안국, 경찰청 외사과,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육군, 공군, 해군, 해양경찰청

공공기관 · 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청, 선거관리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특허청, 저작권보호원, 환경부

기업 및 법률 사무소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삼성바이오, LG화학, LG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카드, SK, 국민은행, 삼정 KPMG, 법무법인 태평양, 딜로이트안진, EY한영 

해외 수사기관 영국 경찰, 포르투갈 경찰, 인도 경찰, 홍콩 경찰청, 방글라데시 경찰청, 이란 경찰청, 싱가포르 인터폴  등

주요 클라이언트

국내 외 수사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연구소, 기업 및 법률 사무소 등 200여개의 고객사

MD-Series, Complete Mobile and Digital Forensic Solution

비즈니스 영역

모바일 포렌식 & VR 분야

스마트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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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 서비스

모바일 및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 제품 시리즈

다양한 모바일 및 디지털기기의 데이터를 

스캔하고 추출하는 모바일 포렌식 소프트웨어

획득된 디지털 데이터를  복구,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공하는 모바일 포렌식 소프트웨어

MD-NEXT MD-RED

간결한 절차로 신속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데이터 획득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디지털 포렌식 소프트웨어

영상 증거물의 데이터 획득, 비디오 복구 및 

분석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소프트웨어

MD-LIVE MD-CLOUD MD-VIDEO

· 의학적 검증을 통해 개발한 영역별 인지 훈련 프로그램 
(지각 능력, 기억력, 주의집중, 시지각 등)

· 국민 활력 발전 및 생활 증진

· 전국 치매 안심센터, 데이케어센터 제공

· 소아 전문 병원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훈련 프로그램

· 다양한 소아 및 청소년 심리 및 지체 장애에 대한 단계별 훈련 프로그램
(행동장애, 심리장애,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 등)

· 어린이병원, 재활학교 수업 프로그램 진행

실버케어-인지훈련, 치매예방 

키즈케어 - 인지훈련, 심리 재활

주요 제품 / 서비스

적용 분야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가상현실 인지훈련 
치매 예방 시스템

한컴말랑말랑VR은 의학적 검증을 통해 개발된 가상현실 인지훈련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단조로운 훈련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화려한 그래픽의 시각적 효과와 

다양한 인터렉티브 이벤트로 흥미 유발과 훈련 참여의지를 높이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관적인 사용편의성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훈련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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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금거래소는 15년 이상 쌓아온 금거래 노하우와
한컴그룹의 첨단 ICT 기술을 결합,
밝고 투명한 금 시장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블록체인 및 VR · AR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금거래소 · P2P플랫폼 · 온라인 쇼핑몰 등
차별화된 금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과 예술을 결합한 콜라보 프로젝트 및 맞춤형 제작 상품,
온라인 옥션 서비스를 비롯한 금 기반 투자 · 금융 서비스까지
금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금 비즈니스의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금과 최첨단 기술 · 예술 · 금융을 결합,
새로운 금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는 기업

밝고 투명한
통합 금거래 서비스

For a Safe & Secure World

안심되는 세상

한컴금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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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영역

해외 홍콩(HERAEUS), 미국((AXIOM), 베트남(YMT VINA)

국내 I 공공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시장거래소, 한국조폐공사

국내 I 기업

삼성금거래소, 골드앤실버, 한국표준거래소, 에스엠금거래서골드유, 은광금속주식회사, 신한골드앤실버,

코리아인뱅크, 풍산화동양행, 에스지금속, 우수골드네트워크, 케이지티시 골드뱅크코리아, 한국표준골드바,

골드유그룹

주요 클라이언트

주요 서비스

금과 예술을 결합한 신개념 경매
아티스트 콜라보 작품 및 
장인 제작 주화 경매

금 시세 기반 투자 상품 개발
아티스트 콜라보 작품 펀딩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금 신뢰도를 보장하는

디지털 보증서 발행
투명한 금거래 절차 보장

귀중품 · 금 담보 금융 서비스
공인받은 감정사의 감정을 통한
신속한 금품 담보 대출 지원 (온라인)

디지털 전당포 서비스 금융 & 크라우드 펀딩

디지털 금거래 서비스옥션 서비스

2005 선학골드유 설립

2017 수출 4억불 달성

2018 4억불 수출탑 수상

2019 2천만달러 수출탑 수상

2020 한컴금거래소 설립 (선학골드유 인수)
디지털 금거래 서비스 출시 예정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성실납세 사업자 선정)

연혁

온라인에서 금 예치 · 반출 · 매수 · 매도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을 거래 · 보관할 수 있는 
신개념 디지털 금거래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금의 제작 · 유통 
과정을 위 · 변조 없이 투명하게 기록하여 
믿을 수있는 디지털 보증서 발행

개인 · 기업이 실물자산 (금,귀금속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상호 거래할 수 있는 
P2P  금거래 플랫폼

디지털 금거래소 블록체인 보증서 발행 리세일마켓

소장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맞춤형 
금 상품 제공 출생 · 입학 · 취업 · 결혼 · 은퇴 
· 기업 창립 등의 기념 상품 기획 및 제작

최고의 문화 · 예술 전문가들과 콜라보 
프로젝트 진행 작품 전시 · 경매 · 어워드 등을 
통해 금의 색다른 가치를 발견하고 
풍성하게 경험하는 기회 마련

실물 금거래 및 커스터마이징 상품 상담,
아티스트 콜라보 작품 전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매장

커스터마이징 골드상품 아티스트 콜라보 제품 · 주화 경매 금거래 오프라인 매장

한컴금거래소
밝고 투명한 거래 · 

가치있는 투자 · 다채로운 소비의 
기회를 마련하여 

차별화된 금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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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라이프케어는 1971년 창립 이래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소방용 안전용품 시장 및 방위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안전장비 전문 회사입니다.

방진 / 방독 마스크와 각종 재난안전현장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복, IT 융복합 공기호흡기와 공기호흡기 등 
개인 안전장비시장과 ICT를 접목한 스마트시티 화재감지 시스템까지 
국내 안전분야 전 영역을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인안전장비 시장 선도 기업

50여년 역사의 
안전장비 名家

For a Safe & Secure World

안심되는 세상

한컴라이프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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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영역

1971 산청기업사 설립

1984 공기호흡기 국산품 개발

1996 법인 전환, 우량중소기업 선정

1998 군용방독면 수출

2006 국내  최초 공기호흡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우수품질 인증 획득

2008 아시아 최초 NFPA 1994 획득

2013 필리핀 현지 법인 설립

2014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수상

K5 자동화라인 구축

2017 한컴그룹 편입

2018 신형공기호흡기 소방산업기술대상 

대통령상 수상

2019 송기마스크 안전보건공단 우수상 수상, 

한컴라이프케어 사명 변경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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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 서비스

IT 융복합 기술을 접목시켜 소방관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정보전달을 돕는 차세대 소방안전장비 입니다.

IT 융복합  소방안전장비

지자체에서 보유 중인 CCTV 정보를 한컴라이프케어의 소방안전 플랫폼과 연동하여, 
화재 현황을 명확히 확인 후 맞춤형 출동대 편성을 가능케 합니다. 

이로써 인적 오류를 최소화 하고, 현장 도착 전에 화재 발생 건물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화재 진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 플랫폼과 출동대 개인안전장비간의 연계를 통해 화재 현장의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세대 소방안전 플랫폼 입니다. 

한컴라이프케어 스마트시티 소방안전서비스 플랫폼

SCA10
다기능 IT융복합 공기호흡기

Hancom Lifecare-Net
무선통신 공기호흡기 사용자 모니터링 시스템

전쟁 및 재난상황에 투입된 군인 / 경찰을 유독가스, 화학가스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장비입니다.
IT 융복합 기술을 접목시킨 차세대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테러(CBRN) 안전장비

군용 방독면 K10
군 / 경찰용 마스크

방탄복
다목적 방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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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인베스트먼트는 4차 산업혁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경영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등 
성공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투자와 지원을 펼치는 
창업투자전문 회사입니다.

원칙 운용 기반 맞춤형 금융투자 서비스 기업

금융서비스로 
가치 있는 솔루션 제공

For a Safe & Secure World

안심되는 세상

한컴인베스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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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컴인베스트먼트 설립

한컴-미래에셋 4차산업혁명 투자조합 결성 (155억)

연혁

비즈니스 영역

유망기업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 및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투자결정을 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투자수익 극대화

벤처투자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인수함으로써 

투자기업의 가치 증대와 성장을 추구

PE(Private Equity)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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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익스프레스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M&A, IPO, 
우회상장, 컨설팅 및 국내외 자금유치 등 기업에 특화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PAC 분야에서 선데이토즈의 우회상장 성공으로 880% 
(투자금액 10억, 회수금액 98억)의 수익률을 달성하였으며, 
한글과컴퓨터 M&A를 진행하며 150%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등 
각 분야 최고의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과 선진 투자기법을 
통해 기업 성공의 디딤돌을 마련하며, 이를 결과로 증명합니다.

글로벌 종합금융서비스

국제금융을 선도하는 
종합금융 서비스 기업

For a Safe & Secure World

안심되는 세상

캐피탈익스프레스

108



109 110

주요 제품 / 서비스

˙Private Equity Fund 모집 및 운영

˙실질적 운영자로서 국내 Track-Record를 

바탕으로 해외진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과 연합

˙국내 SPAC 설립 및 운영을 통해 

국내 우량 비상장 기업이 상장 할 수 

있도록 스폰서 및 투자자 역할

˙미국 / 유럽 SPAC 설립 및 인수를 통해 

국내 우량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 마련

˙M&A Target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한  

국내 M&A진행

˙해외 우량 기업 인수 및 신사업 분야 발굴

˙기업 구조조정 및 상장 업무 수행

˙해외 다양한 투자자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한국 딜의 Gatekeeper로서의 역할 수행

˙국내 및 해외 M&A deals의 자문 역할

Private Equity
Fund

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M&A

Advisory

SPAC

M&A
Capital
Express

Global Fund
Management

Green Light

Consulting

Two-Step
Funding

비즈니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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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금융종합면허를 가진 자산운용사로서 
주식, 채권 및 부동산투자펀드 등 다양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경제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화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상품을 공급하며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는 자산운용사로서 현재 약 4조원의
수탁고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용과 전문성을 생명으로 하는 자산운용사

전문가의 안목으로
자산의 새로운 가치를 극대화하다

For a Safe & Secure World

안심되는 세상

파인아시아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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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 서비스비즈니스 영역

총 수탁고 4조원

1. 주식운용본부

: 주식 투자전략 수립 및 운용

2. 채권운용본부

: 채권 및 파생상품 투자전략 수립 및 운용

3. 대체투자본부

: 부동산 및 대체투자 집합기구의 운용

원칙에 입각한 투자

전문 운용인력

가치중심의 투자

철저한 리스크 관리

자산운용
STYLE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컴그룹

글로벌 세상을 향해

한컴그룹은 19개의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27개국에 진출하여 70여개의 파트너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Samsung, iFLYTEK, Amazon 등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과 
인공지능, 음성인식, 웹오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 통번역

서비스 제휴 및 기술 제공 지속적인 기술 협업 및 합작법인 설립 아마존 웹서비스(AWS) 탑재

인공지능 웹오피스

115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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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유연하게 사고하는

말랑말랑 기업문화
한컴그룹은 유연하고 역동적인 인재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그룹 역량교육, 
해외 컨퍼런스 및 워크숍, 임직원 축제 및 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 인재의 성장이 곧 한컴그룹의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룹 역량교육

말랑말랑한 세상을 이끌어나갈 

인재 육성 프로그램 

해외 컨퍼런스˙워크숍

국제적 컨퍼런스(CES/MWC 등) 참가 및 참관을 
통해 급변하는 세상 속 유연한 사고를 지닌 
인재로 육성

우수 프로젝트팀의 해외 워크숍 지원

장미축제

장미와 어우러지는 우리들의 오후.
그룹 내 모든 임직원이 함께하는 축제

HAP

그룹 내 우수 직원 및 가족의 사기진작을 위해 
그 동안의 공로를 포상하는 한컴그룹 어워드 
프로그램

옹달샘산악회 

복잡한 도심 속을 벗어나 산을 오르며 
직장 동료 및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힐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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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사업

전 세계 재외한글교육기관에서 한글을
배우는 16만 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들
대상 한컴오피스 후원

세종학당재단,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등과 
업무협약

한글의 세계화 

미래 보안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후원

화이트 해커들의 해킹대결, 일반인 해킹 체험, 

보안 컨퍼런스 등

보안 인재 육성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정기적인 임직원 
봉사활동

사랑의 김장담그기, 무료급식봉사 등

이웃나눔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활동 지원

2013년 사단법인 우리문화지킴이 설립
훈민정음 국보 1호 지정 운동 후원

우리문화지킴이

한컴그룹은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미래 보안 인재를 육성하고, 
한글의 세계화와 우리문화지킴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역동적인 말랑말랑한 마인드로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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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Convenient World

Hancom Inc.

Hancom Robotics

Hancom Mobility

For a Connected World

Hancom Interfree

Hancom Teladin

Hancom Talkcafe

Hancom Academy

Hancom MDS

Hancom Intelligence 

For a Safe & Secure World

Hancom WITH

Hancom Lifecare

Hancom Investment

Capital Express

Pine Asia Asset

Hancom Gold exchange

Hancom inSP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