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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F O G

IT 산업이 시작되고 국내 관련 장비산업이 아직은 불모지였던 시절, 산업 장비로써만이 아닌 ‘인간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 보

겠다는 단순하지만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한 디포그…..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묵묵히 가면서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연구개발을 통해 창의적 사고로 제품의 혁신을 이루어 왔으며,

이것은 인간존중의 창업이념을 잊지 않고 실천하려는 디포그의 진심을 받아들여 주신 고객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

습니다.

서버 랙이라는 단순한 장비의 생산으로부터 시작한 서비스가 이제는 IT솔루션 전반에 걸친 장비의 생산과 산업설비 및 국방

산업 장비에 이르기까지 디포그의 역량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내진규격 및 각종 안전규격, 그리고 미 국방성Military 규격

을 획득함으로써 본격적인 해외진출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아직은 청년 디포그에게 혹독한 검증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위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첫 생각을 가슴에 새기고 고객과 만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와 함께 디포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으로 문화

와 예술에 대한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문화와 예술은 각박한 산업화로 인한 인간본성에 대한 상실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IT산업은 이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또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은 더

욱 아날로그를 닮아가기 위해 진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진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아날로그적 삶을 추구하는

현상을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IT 산업의 결과물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감성’이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렇듯 메마

르고 차갑게 다가오는 IT기반의 제품들과 생활환경에 디포그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따뜻한 ‘감성’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야 말로 ‘인간을 위한 제품’의 기반이며 디포그의 첫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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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Y & VISION

DEFOG 이념

인류를 사랑하는 디포그는 창의 사고와 혁신 기술, 그리고 예술 문화를 발전시켜 디자인을 추구하는 100년 비전기업으로

인류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 자연환경,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예술혼의 디자인 그룹이다.

글로벌 비전 2020

디포그는 혜안과 통찰력이 깊은 전문가 그룹으로 성장한다.

DEFOG 핵심가치

1. 고객중심, 고객중심적 조직 운영

2. 고객감동, 가치와 솔루션 제공

3. 신마케팅, 시장주도 전사적 마케팅

4. 혁신기술, IT Enclosure 전문 기업

5. 굳디자인, 성공기업과 좋은 디자인

6. 프로세스, 새로운 경제와 세계를 창조

7. 글로벌화, 글로벌브랜드화를 통한 우위확보

8. 지속성장, 혁신 도전을 통한 경영

9. 일류인재, 인재확보 시너지창출

10. 예술문화, 사랑문화 디포그 100년

11. 정직신뢰, 정직함과 신뢰로 능력 발휘

12. 행복나눔, 행복을 파는 회사

핵심 목표

1. 글로벌 3대 브랜드(STANDARD RACK)

2. 이익 증대 1000억

3. 인당 생산성 강화 5억

4. 신시장 광고분야 진출

핵심 역량

1. 글로벌브랜드

2. 전사적 마케팅

3. 시각화

4. 벤치마킹

5. 아웃소싱

6. 시너지

7. 문서화

8. 차별화

9. 투자, 육성

10. 외부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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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저희는 상자를 만듭니다. 그 상자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때로는 세상과 세상을 연결해

줍니다.좋은 디자인이란 ‘제품을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좋은 디자인을 위한 10가지

원칙’에서 디터람즈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이너의 생각은 빠른 비행기 보다는 안전한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빅터 파파넥

은 주장합니다. 이 두 가지의 철학은 인간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있으며 저희의 디자인

원칙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생산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수단으로써 미적인 해결의 문제 뿐 아니라 제품의

시장가치와 기업가치의 혁신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은 경영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인간’과

‘감성’이라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을 위한 제품이 아니라 수익을 위한

제품일 것입니다.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수익 또한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고객들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제안하지 못하는 제품은 결국 고객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멋진 디자인 보다는 쓸모 있는 디자인, 수익을 위한 디자인보다 가치 있는 디자인을 생각

합니다. 고객들의 가치 있는 경험이야말로 제품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제품의 혁신이 새로운 고객의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유용한 상자를 만듭니다. 그 상자는 우리의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문화는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간 문화는 언젠가

빗물이 되어 다시 저희를 적셔 줄 것입니다. 현재에 머물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그리고

세상과 세상이 소통하는 문화를 담는 그릇으로써의 그런 상자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인간을 위한 세상을 담을 넉넉한 상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디포그의 두 번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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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주)디포그

법인 등록번호 : 121111-0060003

대표이사 : 김창홍, 김형권 ㅣ 각자대표

사업자 등록번호 : 130-81-55197

업태 : 제조, 무역

종목 : 통신장비 케비넷 외

회사 창립일 : 1995년 3월 1일

법인 설립일 : 1998년 2월 9일

기업신용등급 : BB+(이크레더블 / 2017)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2017. 08. 17 ~ 2020. 08. 16

한국무역협회회원 : 11865708

공장등록증명 : 부천공장 증설 승인 (2001. 08. 20)

파주공장 등록 승인 (2011. 03. 15)

재무 정보 (단위 : 백 만원)

Brief Company Profile

구분 2016 2015 2014

총자산 10,400 10,033 9,474

부채총계 3,166 3,345 3,024

자본총계 7,234 6,688 6,450

매출액 10,620 10,718 10,006

영업이익 695 412 320

순이익 550 312 296

구 분 공장부지 제조시설 부대시설

부 천 659 1,340 638

파 주 4,799 6,485 812

합 계 5,458 9,275

CAPA 100,000 대 / Y

제조시설 정보 (단위 : ㎡)

본점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80번길 61

대표전화 : 032-684-8084

대표팩스 : 032-684-8083

홈페이지 : www.defog.co.kr

파주사업장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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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DEFOG SYSTEM 창립

한국디자인진흥원 등록/조달청 조달 업체 등록

1996 : HUB RACK 개발 출시

한국통신 조달업체 등록

1997 : OPEN, MT RACK 개발 출시

E.R.P SYSTEM 구축

1998 : 주식회사 디포그 법인 변경

EURO, SIMPLE, MOBILE RACK 개발 출시

1999 : 본사사옥 신축

MILLENIUM RACK 개발 출시

ISO 9001 인증획득(BSI)

2000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DIGITAL RACK 개발 출시

본사사옥 증축

2001 : E-TABLE 사업 진출 -품질보증마크(Q 마크)획득

OUT DOOR, GLOBAL RACK개발 출시

SINGAPORE COMMUNIC ASIA2001 EXHIBITOR

수출유망중소기업 인증

2002 : E-TABLE 사업 서울사무소 OPEN

DELUXE RACK/SIMPLE II 개발 출시

2003 : 김포공장 신축

전자도서관 사업 추진/인터넷 쇼핑몰 OPEN

2004 : EURO DUCT 개발 출시

FREE RACK 개발 출시

2005 : OPEN DUCT 개발 출시

INNO 2,4BAY 개발 출시

2006 : 서울 국제정보통신 인프라 엑스포 참가

2007 : N.I.S SOLUTION 6 MODEL 개발 출시

EURO II, K108 개발 출시

2007 COMDEX 참가

SKTELECOM, KT협력 사 등록/

2008:  벤처 기업 /INNO BIZ 기업 선정

2009 : NAVY MILITARY 규격 제품 출시

경기기술혁신대상

2010 : 파주지사(공장) 준공

경기유망중소기업 선정(2015년)

BIT 개발 / CIP 개발 / INNO-SN(SKT-C) 내진랙 개발

Timeline

2011 : 해외마케팅 신설

ARA 개발(무소음 랙 : 실렌티움社)

NPP 원자력 발전소용 랙 개발

2012 : 고객중심적 기업 전환

ECO 시리즈(ECO-N, ECO-E, ECO-L) 랙 개발

INNO-SC(EQR), DELUX(EQR) 내진랙 개발

2013 : 시스템 개편(ISO 9001:14001)

글로벌 시장중심 상품 개편

한국 전자전 참가(프리미엄 기업 선정)

부산 국제 조선 해양대제전 참가

디포그 사이버 연수원 개설

2014 : ASG CASE 개발

항공 관제 레이더(PAR) 개발

IP 65 규격 Rack 개발

제8회 중소기업문화대상 수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A)

2015 : 파주공장 증축

EPI Rack, EPS Rack 시리즈 개발

INNO SNC(EQR) PATCH 내진 Rack 개발

PC RACK 개발

2016 : INNO 제품군 내진 규격 획득

(국내최대중량 Dummy 500kg)

한국메세나 대회 올해의 베스트 커플 수상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T-5)

ES Series Rack 개발

ES Series Rack 내진 규격(Zone 4) 획득

KNTDS 강화랙 및 콘솔 개발

2017 : 모범상공인 경기도지사 유공 포창

해군전술C4I 체계용 강화랙 시리즈 및 콘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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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경험이 제품의 혁신이고 제품의 혁신이 고객의 발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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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ducts

- Technology & Function

-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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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가치 있는 경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디포그의 기술 연구소는 변화와 혁신, 그

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랙이라는 단순한 상자에 ‘인간을 위한 디자인’ 정신과 최소의

부품단위까지 철저하게 기술을 집약시킴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공히 인정받는 최고의 브랜

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디포그의 제품은 고객 경험가치 중심의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소재의 활용 및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설계,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통신시장의 케이블링 인프라를 위한 지능형 케이블링시스템인

NIS Solution을 비롯하여, 국내 최초로 극한의 상황에서도 장비의 성능을 보장해야 하는 미 해

군의 충격, 진동 및 전자파차폐 등의 MIL규격에 합격한 Military 제품개발에도 성공하여 국내

외 랙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동소음제어 기술과 내진기술, 방진 및 방수기술, 3차

원 시뮬레이션에 의한 논리적 구조 및 열 해석 기술, 그리고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기술 등 시

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IT시장뿐만 아니라 산업용과 군용 제품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표준화, 전문화된 제품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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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ENTER SOLUTION

DATA COMMUNICATION SOLUTION

INDUSTRY SOLUTION

SOFT SOLUTION

MILITARY SOLUTION

PRODUCTS

우리는 집을 짓는 마음으로 제품을 개발합니다.

우수한 기술력에서 나오는 정교함, 다양한 소재의 활용과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한 강인함, 고객 경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의 세련됨, 완벽을 추구하는 제

품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생각합니다.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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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ENTER SOLUTION
IDC System Rack, Server Room System Rack, Management System, Power, Cable Management, Accessories

데이터센터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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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usiness Overview

- 사업 실적

- 주요 파트너

- 조직 현황

-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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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적 _ 1995 ~ 2013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 분산망(전국우체국2,600개소)

정보통신부 전파관리소 무인 전파감시국

서울시청 및 구청 전산망

전국 시-도별 시청 및 군청 전산망

전국 대학교 및 초, 중, 고교 학내 전산망

노동부 산하 전국 노동사무소

고속도로 관리공단 및 전국지점 전산망

전국 수협협동조합 전산망

군부대 전산망(계룡대/전군사령부/해군본부/정보사령부)

병무청 전국 전산망

전국 해군 전투함 LAN망

전국 데이콤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LG텔레콤, 한솔텔레콤, SK텔레콤 전국 기지국

기아 자동차 공장 (소하리, 아산만) 전산망

KIDC 논현, 서초 IDC센터 구축

전국 데이콤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증축

SK텔레콤, LG텔레콤, 한솔텔레콤 통신망

인천국제공항 전산망, 통신망

월드컵 경기장 통신망

전국 대학교 및 초, 중, 고교 학내 전산망

서울시청 전산망

코오롱 본사 과천 사옥

동부그룹 강남사옥

전국 새마을 금고 전산망

한국전력공사 서초 사옥 전산망

하나로 통신 기지국 (서울,인천,부산,울산)

서울시 신협 협동조합 전산망

현대증권, 삼성증권, 대우증권 전산망

전국 초,중,고교 학내전산망 1800개 학교

육군 사단 LAN망 (38사단)

라이코스 코리아 IDC센터

다음 커뮤니케이션 IDC센터

하나로통신 대방동 IDC센터

한국컴퓨터 IDC센터

㈜심마니, ㈜옥션, ㈜옥시 IDC센터

두루넷 IDC센터

월드컵 경기장 전산망

타이거풀스 전국 인프라 구축

대한생명 부평사옥 전산망

천안 삼성 SDI 신축공사 전산망

KT - 영동 IDC 센터

국방부내 합참 신축공사 전산망

인천국제공항 통신망

베트남 국영은행 전산망

고속철도 (KTX) 통신망

GM대우 부평공장 LAN망

SK Telelcom 전국 국사 인프라(전용 표준랙) 구축

NHN 분당, 목동, 가산 마북 IDC 구축

LG CNS 상암 IDC

LG Telecom 상암 IDC

LG Telecom 전국 국사 인프라(전용 표준랙) 구축

삼성 서초 타운 구축

한국전력 전국 국사 인프라 망 구축

NHN JAPAN IDC 1,2차 구축

현대 중공업(울산) LAN망

전국 법원망 전산 센터

해군 C41 2단계 함정용 강화랙 공급

NHN JAPAN 데이터센터 1차 구축

광주과학기술원 신축

신세계 I&C 데이터센터 구축

포항공대 가속기연구소 구축

광주도시개발공사 전산실 구축

전국 SKT 국사

양재동 LG전자 R&D 센터 시스템

인천도시철도공사 시스템 개선

건강보험관리공단 전산실 시스템

NHN JAPAN 데이터센터 2차 구축)

서울 여의도 IFC빌딩 통합배선 구축

삼성전자 탕정 공장 통합배선 구축

안철수 연구소 신축

한국전력 지하전력구 감시장비구성

해군 지휘 및 통제시스템 ( KDX III )

ICT망 IT장비용 SKT표준랙 개발 구축

KT 게이트망 구축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구축

NHN JAPAN 데이터센터 3차 구축

충남도청 신청사 구축

해군 지휘 및 통제시스템 ( AST II )

SK하이닉스 반도체 전산실 구축

더존 강촌 캠퍼스 전산실 구축 1, 2차

현대해상 부평 통합전산센터 구축

농협안성전산센터 구축

현대하이스코 시스템 추가

삼성병원 전산실 추가

금융결제원 시스템 추가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시스템 추가

창원 마산 합동청사 신축

육군정보통신학교 시스템 추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시스템 개선

아태무형문화유산정당 신축

삼성에버랜드 정보시스템실 개선

한국항공우주산업㈜ 시스템 rots

교보증권 전산실

대전정부통합전산센터 시스템 추가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 개선

대한항공 전산센터 구축

신영흥화력발전소

충남교육청/충남교육정보연구원 신축

전북 정읍교도소 신축 현장

삼성전자 R5 데이터센터 구축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전산실 구축

상암 LG CNS

이베이코리아 목동IDC 구축

인천도시철도공사 시스템 개선

네이버 춘천 데이터센터"각" 북관 구축

신영흥화력발전소 통합배선 구축

ICCP 강화랙 개발계약

서울 강북 시립미술관

수원 성균관대학교

여의도 순복음 교회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영흥발전소

전경련회관

해안복합감시체계

울산근로복지공단 신축

대구교육대학교

현대정보기술 오만 수출

분당 서울대병원

울진원자력발전소
NHN JAPAN 데이터센터 4차 구축 (LINE)

전북대학교 병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판교 N-Square
LG디스플레이 6공장
과천 정부청사
동부데이터센터
베이스코리아아이씨(주)
보령 화력발전소
송도 NC 큐브 아울렛
여수 국가 산업단지
용인 녹십자 본사
인하대 창업보육센터
플렉스컴 베트남
현대백화점 죽전 센터
세종도서관 건립
동대문디자인센타
KNCCS 납품 사업
부산 신세계 첼시 아울렛
용인 현대모비스연구소
파주 EGKR 
삼척발전소
삼성전자 R5 R&D 센터 신축 건
인천지하 전력구
대구 혁신도시 캐리스
U-IT 네트웍 구축사업
두산중공업 개선 사업
하이닉스 개선 사업
판교 SK신사옥
한화건설 이라크 수출
부산외대 신축현장
장흥교도소
공군 LAN 교체사업
남극 기지 건설
경동나비엔 평택공장
광주 기아 신축 야구장
국민연금공단
금융결제원 역삼, 분당
대한지적공사 전주사옥
건강보험공단
해군지휘 및 통제시스템 함정 13척
한남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증-개축 건
경찰청 이동형 방범 시스템 사업
미얀마 수출
삼성SDS 온양사업장
연지동 현대그룹
경북 구미 LG전자 공장
한국무역보험공사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 데이터센터 구축
해군지휘 및 통제시스템(KNCCS) 함정 13척 구축
국방부조사단 신축
현대그룹빌딩 본관 데이터센터 및 통합배선 개축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구축
음성 본성중학교 신축
한국무역보험공사 전산실 개축
헌법재판소 시스템 개선
현대제철소 시스템 개선
삼성전자소재 연구소 신축
이베이코리아 데이터 센터 증축
유베이스 부천 콜센터
원마운트 신축
한국공항공사
상주시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현대증권
MBC 신사옥 상암 구축
ICCP 강화랙 양산 사업
여의도 KBS 외
예멘 학내망 수출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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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적 _ 2014 ~ 2015 

용산 국방부 시스템 개선

한국남부발전 삼척 그린파워 전산실 구축

[수출] 호주MSS사 1차 수출

[광주-전남혁신도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축

강원지방기상청 울릉도기상대 전산시스템 구축

SK대덕기술원 시스템 구축

경동나비엔 서탄공장 신사옥 구축

KCC 여주공장 시스템 구축

서울스퀘어 시스템 구축

[농협] 농협중앙회 통신실 구축

대전문화산업진흥원 CT센터 통신시스템 구축

구미 삼성탈레스 통신실 신축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시스템 개선

LG평택 공장 증설

인천공항공사

삼성전자 화성 DSR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통신실

[수출] 이스라엘 SILENTIUM (핀란드, 호주)

[국방부] 해군 KNCCS용 강화랙 4대 납품

[수출] LINE 데이터센터 5차 구축 (JAPAN)

이화여자대학교 시스템 구축

[금융] SC제일은행 시스템 구축

서울대학교병원 시스템 개선

[영흥화력발전소] 시스템 개선

신촌-강남 세브란스 병원 시스템 개선

케이알이엠에스 구미 공장 신축

카톨릭대학교 시스템 구축

하이트맥주 전주공장 시스템 구축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 구축

강남파이낸스센터 시스템 개선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시스템 개선

삼성전자소재연구소 시스템 추가

한국남동발전 신축 현장

아시아출판문화센터 교육시스템 구축

[금융] 하나대투증권 시스템 개선

충남 보령해양경찰서 신축

수원화성박물관 시스템 개선

LG전자 평택디지털파크 시스템 개선

김포 상수도 사업본부 통합시스템 구축

해군 해안복합감시체계 구축

[금융] 부산은행 본점 신축

LS산전 천안공장 전산실 구축

KT 파워텔 목동사옥 전산실 구축

GM 부평공장 통신실 구축

DHL 서초센터 전산실 구축

KT 남수원지사 별관 통신실 구축

용산 현대아이파크몰 신축

강동성심병원 증-개축 (5차)

인천동구청 통합전산망 구축

대한항공 전산센터 개선

인천주경기장 방재시스템 구축

보령 화력발전소 전산실 구축

[수출] 이집트 플랜트 현장 수출

[수출] 아제르바이잔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수원 산업3단지 납품

한국원자력연구원 납품

[수출] 대우건설 요르단 플랜트 현장 수출

부산파라다이스 신축

[수출] ASFT 영국, 미국, 슬로베니아 수출

서울메트로 시스템 개선

울산지방검찰청 시스템 개선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시스템 개선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시스템구축

SK네트웍스 시스템 개선

[금융] 전북은행 시스템 개선

아산시 온양온천역 시스템 개선

순천시청 교통관제센터 개선

현대-기아자동차 남양 기술연구소

인천공항 UPS 화물물류센터 시스템 개선

용인 기업은행 IT센터 개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납품

저축은행중앙회 망분리 프로젝트 구축

현대오일뱅크 대산본사 시스템 개선

상암 YTN 뉴스퀘어 신사옥 구축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9, 10호기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전산실 구축

전남혁신도시 한전KPS(주) 신축

광주과학기술원 전산실 구축

진주혁신도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축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전산실 구축

대성하이텍 신축

[수출] 호주MSS사 2차 수출

공군비행기지 항공관제레이더(PAR)사업

SK텔레콤 전국ICT국사

선박용 ASG랙 개발 납품

LG하우시스 옥산공장 시스템 구축

[금융] 외환은행 상암 IDC 구축

포스코센터 시스템 개선

서울대학교 SKT연구소

군포복합물류센터 시스템 개선

인천행정타운 상수도사업본부 통합시스템

삼성전자구미공장 시스템 개선

제주국제공항 시스템 개선

[대구혁신도시] 한국가스공사 신축 이전

LG CNS 시스템 개선

삼성테크윈 창원공장 시스템 개선

[IDC]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서관 구축

공항철도 검암역 신축

향군잠실타워 산사옥 구축

한국동서발전 (주)일산복합발전소 시스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 도서관현장

삼성전기(주) ACI설비 그룹 납품

남부산우체국 신축

한국거래소 별관 시스템 개선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순천대학교 시스템 개선

KT반포지점 납품

[국방부] 메가센터 1차 구축

원주시청 신축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시스템 개선

현대모비스 아산공장 전산실 구축

AIA타워 TPS실 구축 건

[전주혁신도시] 보안 CCTV 구축

광주지방교통정보센타 통합시스템 구축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

[광주-전남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신축

[금융] 기업은행 수지 IDC 납품

[미육군] 대구 미8군부대 캠프헨리 구축

[광주-전남혁신도시] 한국콘텐츠진흥원

[세종종합청사] 한국정책방송원 납품

[수출] SILENTIUM ASFT 싱가폴 수출

해군함정용 MFE 장비구축

[대구혁신도시] 한국뇌연구원 신축 이전

상암 MBC 신사옥 전산시스템 & IBS 구축

네이버 춘천 지식정보캠퍼스 신축

인천 국제빙상경기장 통신실 구축

잠실 롯데호텔 통신실 구축 (2차)

신세계아이앤씨 디지털센터 구축

[금융] 외환은행 통합시스템 개선

[IDC] 현대오토에버 파주데이터센터 증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납품

울산 시설관리공단 시스템 개선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전기처 납품

한국과학기술대학교 납품

광주보건대학교 여호수와관 납품

익산예술의전당 익산복합문화센터 납품

대구 중앙 119 구조단 현장 납품

[국방부] 군부대 50사단 납품

[대구혁신도시] 한국가스공사 신사옥 구축

[진주혁신도시] LH본사 신사옥 구축

[국방부] 3사관학교 통신실 개선

[나주혁신도시] 농수산물유통공사 신사옥 구축

[IDC] 이베이코리아 목동IDC & 논현IDC 증축

LG전자 이집트 신축현장 수출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시스템 2차 개선

[대구혁신도시]신용보증기금 신사옥 통합시스템 구축

[충북혁신도시] 한국소비자원 신축 이전

광주교도소 신축 현장 납품

밀양시청 전산실 구축

울산지방법원 전산망 구축

[금융] 용인 신한은행 전산센터 구축

태안화력발전소 납품

[세종특별시] 행정지원센타 신사옥 구축

[원자력발전소] 한울 원자력발전소 시스템 구축

[국방부] 공군8비행단 방음랙 납품

[국방부] 계룡대 공군본부 시스템 구축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납품

[국방부] 공군사관학교 방음랙 납품

광주공항 시스템 구축

[울산우정혁신도시] 한국석유공사 신사옥 구축

상암동 DDMC 신사옥 구축

[금융] 한국산업은행 전산실 증축

[충북혁신도시] 법원연수원 신사옥 구축

[수출] SILENTIUM ASFT 슬로베니아 수출

여의도 국회도서관 서버증축

현대제철 당진공장 납품

세종시 정부출연연구기관 현장 납품

[서귀포혁신도시] 공무원연금공단본부 신사옥 납품

[수출] SILENTIUM ASFT 이스라엘 수출

[국방부] 메가센터 2차 구축

[공기업] 세종종합청사 시스템 구축

[하동화력발전소] 전산실 & MESH TRAY 설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미디어사업소 납품

LG유플러스 용산 본사 IBS 구축

[진주혁신도시] 한국세라믹기술원 신사옥 구축
[진주혁신도시] LH공사 신사옥 구축

부산과학관 신축현장 납품

[수출] 방글라데시 학내망 구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수출] 코트디브와르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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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성수국사 신규 상면 구축

삼성전자 우면 R&D 센터 구축

삼성SDS 상암IDC 센터 구축

LG유플러스 용산 신사옥 구축

[전주혁신도시] 국립식량과학원 신사옥 구축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상황실구축 건

포항가속기연구소 납품

KT 청진빌딩 모니터링 공사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납품

[금융] 한국증권금융 여의도 전산실 구축

유전평가시스템 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납품

OSB저축은행 납품

흥국생명 데이터 통합 품질관리 체계 구축

함안교육지원청 전산실 구축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납품

[진주혁신도시] LH본사 신사옥 방재실 납품

평화재단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강릉시청 상하수도 통합 납부시스템 구축

신촌세브란스병원 납품

상암 KETI 스마트미디어연구센터 납품

곰TV사옥 전산실 구축

대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납품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구축 통신 국사 납품

한림건설 마산메트로시티 현장 통신실 신축

부산항만공사 RFID 신규시스템 구축

동부산관광단지 부산과학관 신축

대우건설 알제리 수출 건

인천 코레일공항철도 본사 납품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증축공사

[전주혁신도시] 농촌진흥청 신사옥 구축

여의도 나이스평가정보 납품

밀양시청 CCTV통합관제센터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장흥군청 전산실 구축

강원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구축

오산 열병합발전소 납품

강남 한국전력공사본사 납품

청평수력발전소 납품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납품

오창2초등학교 신축

홍천 비발디파크 전산실 신축

서울여대 제1과학관 납품

서산 현대파워텍 2,4공장 납품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본사 납품

수원 삼성종합기술원 납품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납품

동양미래대학교 종합정보지원실 신축

NHN엔터테이먼트 판교IDC구축

SKT보라매국사

서울시 에스플렉스데이터센터

다우기술 마포IDC 

삼목캠프단지 LGU+컨소시엄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평택반도체사업장

신한L타워 데이타센터 구축

SK 대덕데이터센터 구축

LG유플러스 KIDC논현센터

성남시 SK텔레콤 분당국사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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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부평 LG CNS

세종시 우람초등학교

대전 한국타이어 R＆D센터 신축현장

광주시 조선대학교병원현장

경남 양산시 물금읍사무소

세종 미디어프라자 현장

제주도 성산코업시티호텔 현장

판교 NS홈쇼핑

부산 부산교통공사 서버실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영등포 농협재단

하나로 TNS인천공항센터

분당구 분당IDC 서버실

동화기업 엠파크 공사현장

동대문 두산면세점

일산서부경찰서 신축 동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은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축현장

강원도교육과학정보원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안양수도군단사령부

인천국제공항 통합운영센터(AICC)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통영시청 1청사 통신실

청주대학교 전산실

진천군 중앙공무원교육원

SK텔레콤 대구 태평국사

SK텔레콤 부산센텀국사

SK텔레콤 인천국사

SK텔레콤 보라매국사

삼양사 R＆D 센터 전산실

SK플라즈마 안동공장

한국석유관리원

삼성창원병원

세종시 보람고등학교 신축현장

분당 법원전산정보센터

마포구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란풍선 신사옥

창원대학교 병렬기구로봇연구실

인천시 연수구청

전남 화순군청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증축공사 현장

광운대학교 내 학술정보관 현장

한국마사회 부산본부 렛츠런파크 부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미음지구

이태원로 전쟁기념관

인천 남구 인천가정법원

중구 서울시티타워

분당 엔씨소프트

세종특별자치시 국토연구원세종청사

송파구 대한체육회

송파구 수협중앙회

평택시 오산공군기지

경남 창원 감계중학교

중부대학교 학술정보센터

전라북도 교육청 전산실
완도군통합관제센터
경남 합천군청

SK 원스토어

대신증권 광명센터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 전산실

송파 위례별초등학교 신축 현장

전라남도 영광군청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통신실

당진호서대학교캠퍼스

전북대학교 내 국제교류어학원

예금보험공사

동국제강 부산공장

부산수영중학교 전산실

김해시 율하동 1394번지 수남중학교

목동KT IDC 동부증권센터

상암동 우리은행 전산센터

부산광역시 남천초등학교

에버랜드 정보시스템실

삼성전자(주)온양사업장 TP센터

광주 기독간호대학교

인천광역시 서인천발전본부

건국대학교

구리시청

부산지식산업센터

아모레뷰티2공장 신축현장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대구시 달성군청

경상북도 고령군청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광주광역시 광산구선운도서관

대전 월평정수사업소

한국폴리텍v대학 광주캠퍼스

대구시 숙천초등학교현장

용인 신한은행 전산센터

고양시 일산예탁결재원

부산시 고려제강㈜ 본사 신사옥

서울 한영신학대학교

한국어촌어향협회 관제센터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울산 동서석유화학(주) 서버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산실

삼천포화력본부

부산소방체험관 신축공사 현장

서울상공회의소

서울프레스센터

새마을운동중앙회

행정공제회

전라북도 무주군 생태체험센타현장

전라남도 영암군청

화성시 대광파인밸리골드아파트 현장

포항 해군6전단해군항공역사관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통신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제1공학관 전산실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 신축현장

창원대학교 평생학습관

한전병원부지내 방사선보건원건물

성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사
현대제철 예산2공장 신축공사 현장

전북 섬진강수력발전소

국립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주요 파트너

Ministry of National Defensehttp://line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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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khynix.com http://www.nhnent.com 대우정보시스템
http://www.daewoobrenic.com.

인천국제공항공사
http://www.airport.kr/co/ko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A%B5%AD%EB%B0%A9%EB%B6%80&source=images&cd=&cad=rja&docid=MKjUJm37BLeMwM&tbnid=DCNHj6qK690L-M:&ved=0CAUQjRw&url=http://www.bluekoreadot.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06&ei=txmHUemDE8v5lAXB5YCYBA&bvm=bv.45960087,d.dGI&psig=AFQjCNEa9l3WYyayOT-pDrarfMsJ60_v1Q&ust=1367894773932060


조직 현황

디포그는 고객 중심적 기업으로 창조혁신의 전사적 마케팅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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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고객지원

디포그는 고객의 IT Enclosure 파트너 입니다.

항상 고객중심으로 완벽한 가치솔루션인 제품과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감동 선언

고객사랑, 고객의 과제가 디포그의 과제

디포그 제품, 시공성 향상, 납기, 가격, 합리성, 고품질 최적의 상품,

고객의 특별한 요구사항 선취 실현, 미래 경쟁력, 고객의 제안과 개선 요구사항 고객만족,

신뢰 주는 배송 및 서비스 제공

제품

고객 컨설팅 센터

제품 보증, 상담, 구입, 고객제안, 제품자료 요청, 전시장 운영

032. 684. 8084  / ccc@defog.co.kr

서비스

고객 서비스 센터

물류서비스, A/S, 만족 서비스

1544. 8084  / csc@defo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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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 현황

- 등록증 / 인증서 / 특허 / 시험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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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 공장등록증(부천, 파주)

인증서

기술평가우수기업 인증서, 기업신용등급 평가표, 무역협회 회원증,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

시험성적서

함정용 강화랙 / MFCS 강화랙

- MIL-S-901D 충격 시험성적서

- MIL-STD-167 1A 진동 시험성적서

- MIL-STD-461D 전자파 차폐 시험 성적서

- MIL-STD-810F 환경 시험성적서

DELUXE(EQR) – 내진 시험성적서

INNO SN(EQR) – 내진 시험성적서

INNO 4BAY(EQR) – 내진 시험 성적서

Seismic Z4 ES Series – 내진 시험 성적서

INNO SC – 내진 시험성적서

CIP4111 – 내진 시험성적서

DSR-0575 – 방음 시험성적서

DSR-1275 – 방음 시험성적서

IP 65 시험 성적서

특허 관련

- 특허증: 0432245, 10-1094175, 10-0952933, 10-0952932, 10-0930310

- 의장등록: 0306165, 0304103, 0289291

- 유사의장등록: 0304103호의 유사 제01호

- 실용신안등록: 0364154, 0280657, 0257696, 20-0470868, 20-0470867, 20-0470866, 20-0460453,
20-0446681, 20-0445745, 20-0442879, 20-0442062

- 디자인등록: 30-0474770, 30-0474771, 30-0474772, 30-0474773, 30-0479602, 30-0479603, 
30-0479604, 30-0479605, 30-04789603, 30-0503274, 30-0503276, 30-0507838,
30-0500445, 30-0500664, 30-0493015, 30-0493016, 30-0493071, 30-0479604,
30-0479605, 30-051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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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및 요소기술 보유 내용 – 시험성적서 (내진) 

INNO 4BAY-4111(EQR)  / 더미 507 kg

INNO 4BAY-4111(EQR)  / 더미 507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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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및 요소기술 보유 내용 – 시험성적서 (내진) 

INNO 4BAY-4180(EQR)  / 더미 500 kg

INNO 4BAY-4112(EQR)  / 더미 504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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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및 요소기술 보유 내용 – 시험성적서 (내진) 

DELUXE(EQR) / 더미 300 kg

INNO SN-C(EQR) / 더미 300 kg

INNO SC(EQR) / 더미 314 kg

INNO SN-D(EQR)  / 더미 30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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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및 요소기술 보유 내용 – 시험성적서 (내진 / IP / 방음) 

DSR-0575 / 방음 TEST 

IPR-4210 / IP TEST CIP-4111 / 더미 250 kg

DSR-0575 / 방음 TEST 



고객의 과제가 디포그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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