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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회사명 (주)인포필러 대표자 이 종 재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아이에스비즈타워 1506호 (07207)
자본금 3억원

설립일 2001년 7월 21일 설립

주요사업

· CTI 솔루션 사업 (VOIP)           · SI 솔루션 사업

· 통신 솔루션 사업 · 메세징 솔루션 사업

· 모바일 솔루션 사업 · 기간통신 사업

· Contents Service 사업 · 암호화플랫폼 공급사업

연락처

전화 : 070-7998-1000

팩스 : 070-7950-9797

homepage : http://www.infopeel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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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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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면허: 기간통신 사업자 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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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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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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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 젼

❖ 유/무선 통합 Solution 개발 및 Service 전문기업
❖ e-Business Solution 개발 전문기업
❖ VOIP기반의 CTI솔루션 제공
❖ Web 기반 Program 개발 및 Web Consulting
❖ 종합 Entertainment Content Syndication

❖e-Business 에 적합한 유/무선 Solution 개발, 공급
❖고객의 Internet Business 에 적합한 Solution 제공
❖Solution 연구 개발 집중 투자
❖유/무선 통합 Solution 을 통해 적합한 UI(User Interface) 제공
❖진보된 기술력으로 사용자의 생활을 편이하게 향상
❖정확한 분석을 통한 Web Consulting 으로 e-Business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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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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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혁 및 실적

▶ 2001.7.21 인포필러 법인 설립

▶ 2001년

○ 온세통신 ARS사업자 선정 및 컨텐츠 제휴 (WEB,ARS 연동 상담형 서비스부문)

○ ㈜데이콤 ASR사업자 선정 및 상담 ARS 서비스 Content 제휴

○ 하나로통신 ARS사업자 선정 및 컨텐츠 제휴

▶ 2002년

○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 자동안내 시스템 구축

○ KTF 교육정보 서비스를 위한 SMS 운영 시스템 개발

○ KTF X-Ring, I-Ring 시스템 개발

○ 10월 대성학원 수능상담 ARS서비스 DB 공유 제휴 체결

- 수능상담사 상담 및 인성교육, 상담사 상담 프로그램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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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혁 및 실적

▶ 2003년

○ 법률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ARS 사업제휴

- ㈜로시콤, 나홀로닷컴, 로우코리아, 천리안, 가자아이. 스피드민원

○ KTF ARS 모바일 광고 서비스 구축

○ LG 칼텍스 정유 ARS 이벤트 실시

○ EBS 공중파를 통한 수능상담 ARS 서비스 제공

- 수능문의 프로그램 내 광고 노출을 통한 수능상담 ARS 서비스 제공

○ EBS 전문대 합격자발표 ARS서비스 DB제공 제휴 체결

▶ 2004년

○ 온세통신 가상번호서비스 개시

○ KTF, LGT 가상번호 서비스 Open

○ SKT 가상번호서비스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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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혁 및 실적

▶ 2005년

○ EBS 제휴 전문대 합격자 발표서비스 제공

○ 온세통신 Wideshot 서비스 개시 (메세징 서비스)

○ MOBILE WINC SOLUTION 개발

○ KTF MOBILE 서비스 안심전화 SOLUTION 제공 개시

○ LGT MOBILE 서비스 안심전화 SOLUTION 제공 개시

○ SKT MOBILE 서비스 안심전화 SOLUTION 제공 개시

○ 080 수신거부 솔루션 개발및 공급

○ 중앙교육(에듀토피아㈜ 제휴 지원가능대학 및 수능 상담 서비스 제공)

- 중앙교육 DB연동 지원가능 대학 검색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수능상담 서비스 제공

▶ 2006년

○ 데이콤 WINC 이벤트 서비스 제공

○ SMS및 CALLBACK-URL 솔루션 개발및 ㈜온세통신 납품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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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혁 및 실적

▶ 2006년

○ 기독교방송 POP-UP기반 모바일 솔루션제공

○ ㈜온세통신 모바일 인증솔루션 개발 납품

○ ㈜시스윌 솔루션사업 부문 분사 합병

▶ 2007년

○ 아이프랜드텔 선불카드 통합 솔루션 개발

○ 별정통신2호 사업자등록증 취득

○ 유니슨 풍력 제어시스템 솔루션 개발

○ 삼천리도시가스 ACS 검침 서비스 개발

○ 온세텔레콤 메세징 솔루션 공급 (SMS,LMS,MMS,ACS)

○ 갬소프트 경마정보 ARS서비스 개발

○ 갬소프트 메세징 솔루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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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혁 및 실적

▶ 2008년

○ 1월 천사텔레콤 중국 선불카드 시스템 구축 및 어학ARS솔루션 구축

○ 2월 엔투소프트 업무협조 제휴 및 사내VOIP망 구축 (금융 CRM전문 업체)

○ 3월 웰컴크레디트라인 콜센타 컨설팅 및 시스템구축

○ 4월 메이트스토리 모바일 통화 솔루션 ARS시스템구축

○ 9월 SK텔레콤 인천가입센타 시스템 구축

○ 10월 고려상호저축은행 voip 콜센터 시스템 구축 (녹취,DB연동 통합 콜센터)

○ 11월 예가람상호저축은행 voip 콜센터 시스템 구축(녹취,DB연동 통합 콜센터)

○ 12월 웰컴크레디트라인 voip 콜센터 시스템 구축(녹취,DB연동 통합 콜센터)

○ 12월 금융권 고객사 메세징 통합 솔루션 제공 솔루션 구축

▶ 2009년

○ 1월 바른손카드 콜센터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 2월 태동ITC 콜센터 시스템 구축

○ 2월 부경위더스 여행 VOIP 콜센터및 메세징 솔루션 구축(오토콜기능)

○ 3월 엘피캐피탈 콜센터 메세징 통합시스템 구축

○ 3월 인티오 Proxy Server 구축 (동시콜 1,000콜 규모)

○ 3월 ㈜자연사박물관 영어학습 콜센타 시스템 구축

○ 5월 동서울터미널 버스노선안내 ARS및 메세징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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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혁 및 실적

▶ 2009년

○ 6월 토마토저축은행 금융콜센타 구축

○ 9월 에프피홀딩스 콜센타 구축

▶ 2010년

○ 3월 우리금융저축은행(舊 삼화저축은행) 금융콜센타 구축

○ 3월 리더스FC 대출 콜센타 구축

○ 6월 씨앤티테크 켈레마케팅 콜센타 구축

○ 7월 효성 올더게이트 ARS카드결제 시스템 제공

○ 8월 KMI에셋 보험 콜센타 구축

○ 9월 포유스탠다드 대출 콜센타 구축

○ 10월 파랑새저축은행 금융콜센타 구축

○ 11월 경은저축은행 금융콜센타 구축

▶ 2011년

○ 6월 코리아대부금융 콜센타 구축

○ 8월 세일신용정보 콜센타 구축

○ 9월 한국투자저축은행 금융콜센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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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혁 및 실적

▶ 2012년

○ 1월 한국 투자 저축은행 소비자 금융 고도화 작업 진행 (IPCC 고도화)

○ 3월 IPCC  VPN및 보안 솔루션 구축및

○ 5월 메세징 서비스 (SMS,LMS,MMS) 금융권 연동 모듈 개발및 공급 (저축은행 고객사)

○ 6월 MO 서비스 (SMS,LMS,MMS) 금융권 연동 모듈 개발및 공급 (저축은행 고객사)

○ 8월 방송형 실시간 참여 ARS 솔루션 구축및 납품 (리빙TV,복지TV)

○ 10월 IP IVR  개발 완료

○ 12월 VOIP 팩스 솔루션 개발 완료

▶ 2013년

○ 1월 VOIP 통합 빌링 솔루션 구축

○ 3월 고려 저축은행 본지점 통합 콜센터 고도화 작업 진행

○ 4 월 예가람 저축은행 본지점 통합 콜센터 고도화 작업 진행

○ 5 월 국제전화 선불카드 솔루션 구축및 인텔 납품

○ 6월 현대저축은행 보안 팩스 솔루션 구축

○ 6월 모아저축은행 보안 팩스 솔루션 구축



17Page

4. 연혁 및 실적

▶ 2014년

○ 1월 Secure FAX 솔루션 개발완료

○ 3월 웰컴 저축은행 Secure FAX 구축 완료

○ 4월 유원캐피탈 Secure FAX 구축완료

○ 5월 애니원 캐피탈 Secure FAX 구축완료

○ 6월 예가람저축은행 Secure FAX  구축완료

○ 7월 현대저축은행,고려저축은행 Secure FAX  구축

○ 7월 현재 예성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Secure FAX 구축

○ 9월 미소 금융중앙재단 보안 팩스 구축

○ 9월 예가람 저축은행 본인인증 ars 솔루션 구축

○ 9월 농촌 경제연구소 고도화 작업 프로젝트 메세징 구축

○ 9월 한국 공인중 협회 보안 팩스 구축

○ 9월 MS 저축은행 통합형 콜센터및 보안 팩스,녹취 솔루션 시스템 구축

○ 9월 태강대부 보안팩스및 콜센터 녹취 솔루션 시스템 구축 진행중

▶ 2015년

○ 1월 한일고속페리 CallBack ARS 녹취 시스템 구축

○ 7월 현대캐피탈 ARS 녹취시스템 구축

○ 10월 한화저축은행 통합형 콜센터및 보안 팩스,녹취 솔루션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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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혁 및 실적

○ 11월 동원제일저축은행 통합형 콜센터및 보안 팩스,녹취 솔루션 시스템 구축

▶ 2016년

○ 1월 국방부 안심번호 솔루션 제휴

○ 1월 인천광역시 교육청 안심번호 솔루션 제휴

○ 1월 KB캐피탈 (KB차차차) 프리미엄 안심번호 솔루션 제휴

○ 3월 ㈜다날 쏘시오 프리미엄 안심번호 솔루션 제휴

○ 3월 국립중앙의료원 메세징 MO솔루션 구축

○ 3월 미소금융재단 암호화 팩스 고도와 작업

○ 4월 ㈜바이카 프리미엄 안심번호 솔루션 제휴

○ 4월 콜버스랩 안심번호 솔루션 제휴

○ 5월 ㈜나이스정보 블루마크 안심번호 솔루션 제휴

○ 5월 에듀챌린지 출금동의 녹취ARS 제휴

○ 6월 헬스조선 프리미엄 안심번호 솔루션 제휴

○ 7월 머스트삼일저축은행 통합형 콜센터및 보안 팩스,녹취 솔루션 시스템 구축

○ 7월 국민안전위원회 MO 안심번호 솔루션 공급

○ 7월 ㈜애드밀(이마트 광고 총괄사) 안심번호 솔루션 제휴

○ 7월 한국경제신문 출금동의 녹취ARS 제휴

○ 8월 홈플러스 안심번호 솔루션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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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혁 및 실적

○ 8월 롯데마트 안심번호 솔루션 제휴

○ 8월 매일경제신문 출금동의 녹취ARS 제휴

○ 9월 조선IS 출금동의 녹취ARS 제휴

○ 9월 경기도 교육청 암호화 안심번호 솔루션 제공

○ 9월 조달청 안심번호 공급자 지정

○10월 ㈜kb캐피탈 차차차 안심번호 공급

○ 11월 ㈜백패커 콜센터 구축

○ 12월 ㈜에잇퍼센트 암호화 팩스 MO솔루션 공급

○ 12월 ㈜렌카외 안심번호 공급사 180곳 돌파

▶ 2017년

○ 1월 IBK 저축은행 메세징 통합 솔루션(MO,팩스,문자)구축

○ 2월 유안타저축은행 금융콜센터 구축

○ 3월 신한저축은행 암호화 팩스 솔루션 공급

○ 4월 고려 저축은행 메세징 통합 솔루션 구축

○ 5월 융창저축은행 메세징 통합 솔루션 구축

○ 6월 충남교육청 모바일 안심수첩 안심번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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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혁 및 실적

▶ 2017년

○ 7월 선거관리위원회 안심번호 솔루션 공급

○ 8월 충남교육청 모바일 안심수첩 안심번호 공급

○ 9월 ㈜나이스알앤씨 블루마크 안심번호 솔루션 공급

○ 10월 서울특별시 교육청 모바일 안심수첩 안심번호 공급

○ 11월 ㈜스마트 큐브 (스마일박스) 콜센터 솔루션및 통합메세징 솔루션 공급

○ 12월 ㈜세종텔레콤 암호화 메세징,팩스,MO 솔루션(양방향 안심번호플랫폼)공급

▶ 2018년

○ 1월 ㈜오토콜링 안심번호 솔루션 구축 (10만회선)

○ 1월 ㈜유안타저축은행 본인인증 ARS솔루션 구축

○ 1월 운세로펌 인큐베이팅 상담솔루션 월 1억 매출 돌파

○ 2월 서민금융 진흥원 암호화 팩스 고도화프로젝트 수주

○ 3월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안심번호 솔루션 구축(부동산 프로모션파트)

○ 4월 ㈜윈체 통합콜센터 구축

○ 4월 ㈜한화저축은행 통합콜센터 구축

○ 4월 ㈜융창 저축은행 통합콜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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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혁 및 실적

▶ 2018년

○ 5월 ㈜ KB 캐피탈 안심번호 고도화 솔루션 구축(20만회선)

○ 6월 ㈜세람저축은행 메시징 통합 솔루션 고객사 선정(문자,MO,팩스,080)

○ 7월 ㈜동화그룹 엠파크 중고자동차 안심번호 솔루션 독점 공급사 선정(문자,안심번호,알림톡)

○ 8월 국립중앙의료원 국가 재난관리 통합 메세징 플랫폼 고도화구축 (MO,메세징)

○ 9월 (주)하나캐피탈 중고차 거래 솔루션 안심번호 공급사 선정(10만회선)

○ 10월 ㈜세종텔레콤 암호화 메세징,팩스,MO 솔루션(양방향 안심번호플랫폼)공급

○ 11월 ㈜ 파고다어학원 필리핀 북미 콜센터솔루션 공급 계약(200회선)

○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수부가사업자 선정

○ 12월 ㈜융창 저축은행 고도화 솔루션 구축완료 (콜센터,MO,안심번호,메세징)

○ 12월 ㈜현대백화점 고객 관리 안심번호 우선 공급개발사 선정 (VIP고객및 전지점 통합 암호화)

○ 12월 ㈜르메리,디노블외 14개사 양방향 안심번호 플랫폼 구축 (4000회선)

○ 12월 ㈜백패커 통합 콜센터 솔루션 구축 (알림톡,인증 메세징, 대표번호 콜센터) 100회선

○ 12월 ㈜세종텔레콤 인증및 보안솔루션 전문 파트너사 선정

○ 12월 서민금융 진흥원 암호화 팩스 가상화 솔루션 구축 (3000회선)

○ 12월 ㈜현대캐피탈 콜백 솔루션 고도화플랫폼 구축 (200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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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혁 및 실적

▶ 2019년

○ 1월 ㈜ 하나캐피탈 드림카 안심번호 공급 플랫폼 사업자 선정 구축

○ 2월 목포시청 안심번호 민원처리 우선공급 대상업체 지정

○ 3월 경상북도 교육청 모바일 안심수첩 플랫폼 공급사 선정

○ 4월 ㈜융창저축은행 통합 메세징플랫폼 공급(수신거부,자동대출신청IVR적용)

○ 6월 서울시 교육청 안심번호 공급사업자 선정 (서울시교육청 전체학교 대상 공급사)

○ 6월 현대백화점 전고객 안심번호 고도화 플랫폼 구축

○ 7월 조은저축은행 MO,암호화팩스 플랫폼 구축

○ 8월 아이디어스 ㈜백패커 콜센터 고도화 플랫폼 구축 및 안심번호 고도화 프로젝트 공급사선정

○ 9월 ㈜JB우리캐피탈 MO 플랫폼 우선 대상자 선정

○ 10월 ㈜더케이 저축은행 콜센터 구축 고객사 선정 (콜센터,메세징,mo,암호화팩스 통합)

○ 10월 서민금융진흥원 암호화팩스 고도화 프로젝트 수주

○ 11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모바일교육수첩 공급사 선정

○ 12월 충북교육청 모바일교육수첩 안심번호 공급사선정

○ 12월 ㈜현대 글로비스 중고차 안심번호 플랫폼 공급사 선정

○ 12월 카카오 리셀러 파트너업체 선정 (연간 2000만건이상 송출)

○ 12월 ㈜바로저축은행 콜센터(녹취,메세징,MO) 구축대상자 선정

○ 12월 대신저축은행 MO FAX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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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혁 및 실적

▶ 2020년

○ 1월 ㈜이지스헬스케어 전국 병의원 토탈솔루션(3000고객) 메세징및 080수신거부서비스 구축사 선정

○ 2월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일반형 서비스 출시

○ 3월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원안심번호 솔루션 공급사 지정

○ 4월 전국 초중고 교원안심번호 제공

○ 6월 더케이 저축은행 차세대 전산 플랫폼 (MO,팩스,메세징통합) 구축

○ 6월 강원도 교육청 모바일 교수첩 안심번호 플랫폼 구축

○ 7월 카카오페이 인증 공식 리셀링 파트너사 등록

○ 8월 MS저축은행 통합형 콜센터 및 보안 팩스,녹취 솔루션 시스템 고도화

○ 9월 ㈜우리리서치 ARS,MO 메세징 통합 고도화 프로젝트 수주(리서치시장점유율 30%)

○ 10월 안심콜출입명부(코로나19방역) 서비스 개발 및 출시

○ 10월 20년 기술평가 3개년 연속 우수기업 인증

○ 11월 의정부시청및 인천세관외 안심콜 플랫폼 구축

○ 12월 ㈜진주저축은행 통합형 콜센터 및 보안 팩스,녹취 솔루션 시스템 구축

○ 12월 서울대학병원장례식장, 평택성모병원, 동군산병원, 현대백화점아울렛(송도), 양천구청 등

안심콜출입명부 서비스 도입

○ 12월 ㈜하나캐피탈 안심번호 플랫폼 구축사 선정

○ 12월 미스이스미토은행 웹팩스 플랫폼 우선 협상사업자 지정

○ 12월 전국 교육청 모바일 교육수첩 고도화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서울시외 6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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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분야 및 솔루션

유무선 통합

Service &

Solution

SI Business
• 대용량 DB구축사업

• e-Biz서비스, 멀티미디어

컨텐츠개발, Website구축

Mobile & Service
•ARS음성정보

• SMS  

•가상번호(안심번호)

CS Business
•Wireless Solution

CTI Business
• Contact Center

• Customer Interaction Center
• VOIP Solution
• Inteligence I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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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WAY

- 기존의 전화교환기(PBX)와 IP Telephony 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ALL-IP 통신 서비스

(PBX기능에 인터넷이 결합되어 한층 진화된 IP-PBX 통신환경 제공)   

- 기본 교환기 기능 외에 녹취, IVR, 팩스기능 등을 제공하고 추가 부가적 서비스를

고객이 원하는 내용으로 맞춤 제공

IP Phone

AP

무선 LAN

인터넷

전화망

HQ

LAN

Soft Phone

SMART phone

SMART phone

Media GW

IP PBX

(서버 + S/W)

Ethernet
phone

Branch

LAN

AP

SMART phone

USB Phone

5. 사업분야 및 솔루션

http://www.webs.co.kr/image2/us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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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분야 및 솔루션

※ FAX 수신

비대칭암호호 알고리즘 적용

FAX Image 암호화 저장

담당자별 지정된 0508

팩스번호지정으로

날짜별 폴더별

INDEXING저장됨

※ FAX 조회

Viewer 인증서 검증

Viewer 접속 로그 기록

Image 조회 로그 기록

※ 사용자PC

전용Viewer 설치

Viewer 인증서KEY 등록

복호화 KEY 등록

※ 관리자System

인증서KEY 생성 및 권한관리

복호화 KEY 변경

로그조회

송수신 완료후 발송자에게 FAX또는 SMS FEEDBACK
장애감지Server

SMS전송서버

파일문서저장및 고유번호구분

담당자별문서확인

● Secure Fax (금융기관 개인정보비밀보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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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분야 및 솔루션

● Secure MMS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viewloc=0&where=idetail&rev=11&query=%B0%B6%B7%B0%BD%C3 %C5%C7 %B1%D7%B8%B2&from=image&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2&img_id=cafe22375795|9|7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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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분야 및 솔루션

● 개인인증 ARS

인증번호입력 인증완료

신용정보
회사

DB서버

①고객
개인인증요청

④ 신용평가회사
조회요청

⑤ 인증문자발송

⑦ 인증조회

⑧ 인증정보
전송

고객

ARS서버

고객정보

② 인증전화

③ 정보입력

⑥ 인증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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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분야 및 솔루션

● 출금동의 녹취 ARS
DB서버

①고객이 출금정보 입력
후 인증요청

② 정보 전달
(전화번호+
출금정보+α)

고객 전화

고객 PC

③ 고객의 등록 전화번호로
전화발신

⑤ 인증결과전송

※ 녹취파일
mp3 생성

⑥ 인증결과
저장

출금동의
ARS시스템

CMS출금정보
입력

인증요청

④ 동의를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 1번을 선택하셨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녹취

⑦ 녹취파일
다운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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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분야 및 솔루션

● 050 안심번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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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분야 및 솔루션

●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① 변경요청및 050,070,1877
배정

CID변경신청고객

고객사서버

변경 발신번호 표시및 통화

인포필러

통 화 망

③ 고객 통화 및 SMS 발송

인터넷 망

실번호 010-123-4567

010-123-4567

050,070,1877

② 안심번호 등록 발신번호변경 요청 및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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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분야 및 솔루션

● 메세징 서비스

이통교환기
MSC

기지국관리
BSC

Web Server
DB Server

장애감지Server

Client2

User2

User1

-DBro

-Socket

Website

Client3

Client1

이중화 서버

infopeeler System

SMS/MMS G/W

Telecom System

※ 이통사간 이중 전용선 구성

단문메시지센터
SMSC

SK Telecom
Olleh KT
LG Telecom

ACK/Report

※ 상호접속망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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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분야 및 솔루션

● 080수신거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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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분야 및 솔루션

● 기타 ARS

- IVR (ARS)
회사, 단체의 대표전화

- 상담형 솔루션
일반상담, 선불상담, 해외상담, 후불상담

- 출입명부 등록 ARS
코로나19 출입자 등록, 방문객 출입자 등록

- 맞춤형 ARS 개발
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ARS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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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고객사

외 다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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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위치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아이에스비즈타워 1506호 (9호선 선유도역 7번출구 200m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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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