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 현재

2014

10.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가입
08.  조달청정부우수제품선정

[i-Guard Fence]
07.  장력검출식보안시스템특허등록

[특허제10-1420596호]
장력검출용변환블럭실용신안등록
[제20-0473668호]

06.  글로벌조달선도기업선정
05. CE인증(센서,  SIU, DTU) 획득
04.  품질보증업체(Q마크) 지정
03. 중소기업성능인증서획득

2015

03.  중동순방경제사절단UAE방문
[세렉스-앱손간업무협약체결]

2011 ~ 2013

2013

04.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획득
[아이가드펜스v2.0]

2012

05.  산학공동기술개발연구과제수행
[이기종침입감지시스템통합S/W개발]

2011

11.  장력검출식보안시스템특허등록
[특허제10-1088737]

05.  장력감지식보안시스템(2)특허등록
[특허제10-1037373]

03.  (中) Beijing MetstarRadar와기술협약및총판계약체결
03.  장력감지식보안시스템특허등록

[특허제10-1020568]

대표이사

자문위원단

자동화사업본부

철도관제SCADA팀

고속철도SCADA팀

SI 사업본부

시스템사업팀

시스템기술팀

레이더사업팀

부설연구소 경영지원팀해외사업부



2010 ~ 2008

2010

12.  철도노반감시스템특허등록
[특허제10-1006719]

2009

07.  중소기업청주관산학공동개발연구과제수행
[외곽감시시스템프로세스개발]

2008

06.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참여기업지정
04.  소프트웨어직접생산확인서취득
02.  기업부설연구소개설
01.  벤처기업인증취득(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취득(중소기업청)

2003 ~ 2007

2007

12.  중소기업정보화구축사업선정(기술정보진흥원)

2006

09.  ISO 9001 품질경영인증서취득
07.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직접생산확인서취득
06.  상호변경㈜트리시스▶(주)세렉스
05.   사옥이전서울문정동▶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415번지

두산벤처다임306호

2005

08.  공장등록증취득

2003

09.  정보통신공사업등록
03.   ㈜트리시스창립(KT모스테크SE사업부문분사)

㈜세렉스는인간중심정보화세상디지털휴머니즘을비전으로하고있으며, 인간과기계를
하나로조하를이루는안벽한시스템구현의목표아래외곽보안, RADA, SCADA, 
SECURITY 등… 다양한사업영역에서활동하고있습니다.

· 보안컨설팅
· 통합보안시스템
· CCTV 시스템

· 장력감지식외곽보안시스템

· 기상레이더
· 윈드프로파일러
· 라이더시스템

· 전력제어
· 설비제어
· 산업제어

SECURITY

RADAR

외곽보안

SCADA







2 0 1 5 .

•방축고신축통신공사
•안양시지능형교통(ITS) CCTV 시스템개선사업
•구리시생활방범용CCTV신설성능개선공사
•경기도의회통신시설유지보수
•호계시장영상정보디스플레이구축
•서초구불법주정차CCTV 유지보수용역
•용인시방범CCTV 유지보수용역
•안성시방범CCTV 유지보수용역
•경기1권역임대주택통신시설유지보수

•용인시-경찰서CCTV 통합관제시스템연계구축
•삼성전자R5 홍보관CCTV 설치
•용인시어린이안전영상정보(CCTV)구축
•1716부대낙뢰접시설공사
•육본공보상황실전시체계구축
•서초구불법주정차CCTV 유지보수용역

2 0 1 4 .

•불법주정차무인단속CCTV 서버및KVM 구매설치
•한수원CCTV 카메라납품
•국군통신사령부경계용CCTV 제조설치
•사랑의교회주차단속CCTV 설치공사
•고양시불법주정차단속CCTV 구매설치
•해양경찰청위성통신망노후시스템교체설치
•서초구불법주정차CCTV 유지보수용역

2 0 1 3 .

•광교통합운영센터통신구축
•서초구 불법주정차CCTV 유지보수용역
•남북교류협력협회CCTV 경계시스템구축
•제주시어린이보호구역CCTV 납품
•고양시방범CCTV 시스템납품및설치
•수원대학교방범CCTV 설치공사
•김포공항화물청사지역경비과학화시스템구축
•경기도가평군재난영상감시시스템보강구축
•국립중앙박물관보안시스템구축
•양천구불법주정차CCTV 유지보수용역
•성남시불법주정차CCTV 유지보수용역

2 0 1 2 .



•경기도문화의전당CCTV 시스템납품및설치
•강남구청불법주정차CCTV 성능개선시스템구축
•강남구주정차시스템유지보수용역

2 0 1 1 .

•학생중앙군사학교통합SI/FMS 구축
•안양시어린이보호구역CCTV 시스템구축
•현대오일뱅크CCTV & 보안시스템구축
•한강철책선제거사업감시장비및경계시스템구축
•강남구청성능개선및통합구축
•두산인프라코어기계경비시스템유지보수용역
•OO 지역주둔지과학화경계시스템구축

2 0 1 0 .

•성남시방범CCTV 시스템구축
•삼성석유화학CCTV 설치및보수공사
•용인시방범CCTV 시스템구축
•파주경찰서청사신축통신구축

2 0 0 9 .







ANCHOR POST SENSOR POST

S-20F(Sensor)





2015년시큐리티월드기사내용

2015년2월디지털타임스기사내용



2013년10월중부일보기사내용

2012년7월서울신문기사내용 2011년9월전자신문기사내용



2012년시큐리티월드기사내용

2012년유니테프기사내용



•인천국제공항3단계 경비보안시스템구축중(2015 ~ 2017)
•김해공항외곽울타리경비과학화시스템구축
•김포공항FBO 경비과학화시스템 구축

2 0 1 5 .

•국방부정문초소장력감지시스템구축
•광양후판제강용융망간EIC 장력감지시스템구축
•광양침상코크스침입감지시스템구축
•인천공항3단계항행관제건물보안시설공사

2 0 1 4 .

•울진비행장레이더송신소장력감지시스템구축
•국군복지단장력감지시스템구축

2 0 1 3 .

•포스하이메탈 장력외곽보안침입감지시스템구축
•김포공항화물청사지역경비과학화구매설치
•삼성토탈대산공장장력시스템구축설치
•고리원자력발전소외곽보안침입감지시스템구축
•제주공항동력동및06 방향지역경비과학화시스템구매설치

2 0 1 2 .

•포스코광양제철소장력외곽보안시스템구축

2 0 1 1 .





•비슬산, 소백산강우레이더시스템유지보수

•오성산, 면봉산기상레이더예비품납품및설치

•비슬산강우레이더시스템예비품납품

•강릉기상레이더예비품납품

•소백산강우레이더예비품납품

•비슬산, 소백산강우레이더시스템유지보수

•소백산강우레이더시스템구매/설치

•비슬산강우레이더시스템유지보수

•강릉기상레이더시스템유지보수















•호남고속철도철도교통관제센터SCADA 소프트웨어개수용역

•오리~ 수원외8개지역철도교통관제센터소프트웨어개수용역

•왕십리~ 선릉복선전철외소프트웨어개수용역

•철도교통관제센터SCADA시스템유지보수용역

•KTX(고속철도) SCADA 시스템유지보수용역

•고속철도2단계SCADA 통합시스템구축

•한국철도관제센터전자브리핑시스템구축

•사우디아라비아ARAMCO 발전소SETUP 및시운전



철도노반감시시스템[특허제10-1006719] 장력감지식보안시스템[특허제10-1020568]

장력감지식보안시스템[특허제10-1037373] 장력검출식보안시스템[특허제10-1088737]



장력검출식보안시스템[특허제10-1420596 장력검출용변환블럭[실용실안제20-0473668]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회원증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장력검출식보안시스템[특허제10-1088737]



소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기상사업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트트웨어개발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품질보증업체지정서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중소기업성능인증서 우수제품지정증서



CE인증서(DTU) CE인증서(SIU)

CE인증서(SENSOR) SASO인증서(사우디아라비아인증)



P300 Project Certificate KOTRA Global Brand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