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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한국 IBM 통합마케팅 본부장

� 現) 오픈베이스 대표이사

대표이사 송 규 헌

회 사 명 ㈜오픈베이스

대표이사 송규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16

대표전화 02-3404-5700

팩 스 02-3452-3654

설 립 일 1995년

코 스 닥
등 록 2001년

매 출 1,600억원

홈페이지 www.openbase.co.kr

사업분야 Cloud / Security / Network / ITO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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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구 분 2017 2018 2019

자산총계 1,329 1,240 1,345

부채총계 597 523 613

매 출 액 1,366 1,467 1,574

(단위 : 억원)

요약 재무 정보매출 변동 현황 기말인원

2019 20192000 2000

오픈베이스 그룹 기준



대표이사

고 객

경영지원본부

DIVISION

금융영업본부

인프라
영업본부

BA영업본부

ICT기술본부

SDDC사업부문

보안기술본부

전략보안영업본부

N.S.C.영업본부

보안사업부문

ITS사업본부

ITS영업본부

서비스사업부문

엔터프라이즈영업본부

디지털사업본부

디지털사업부문



대용량
데이타베이스 구축
전문 업체로 출발

1995

1998
국내 최초로
인터넷 트래픽
매니지먼트 사업
시작

코스닥 등록

데이타솔루션
인수

2001

㈜나노베이스
설립

2008

2010
오픈베이스
서비스 사업부
기업분할
(오픈SNS)

㈜시큐웨이브 설립

ADCsmart 출시
(세계최초 ADC 
통합관리 솔루션)

2013

2014
ADCsmart AX 
출시

오픈베이스 자회사
데이타솔루션-오픈SNS 
합병

TARGOS 출시
(위협정보 공유 및
관리시스템)

2016

2017
오픈베이스 자회사
데이타솔루션
코스닥 등록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장 수상2000

‘2003 Korea Technology Fast 50’ 선정2003

SW 산업발전 대통령상 수상2008

전자‧IT산업 50주년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2009

신SW상품 연말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신SW상품대상 8월 수상(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ADCsmart AX GS (Good Software) 인증 획득

2014

제14회 대한민국 SW기업 경쟁력 대상 수상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2015

TARGOS GS(Good Software) 인증2017

TARGOS 신SW상품대상 2월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2018

일자리창출 서울시장 표창장 수상

SW 산업발전 산업포장 수상

2019

VMware Rising Star Partner of the Year 수상2020



CLOUD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SECURITY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사업

NETWORK
ADC 및 네트워크

인프라 사업

SERVICE
IT 서비스 사업

1 2 3 4



CLOUD with OPENBASE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Private 클라우드 컨설팅/구축/운영 서비스

Public 클라우드 컨설팅/구축/운영 서비스

Hybrid 클라우드 SECaaS 서비스



SECURITY with OPENBASE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사업
APT 차단 및 Network Forensic

DDoS, DNS, IPS, SSL 및 웹방화벽 솔루션

통합로그관리/분석/보안 위협관리 솔루션



NETWORK with OPENBASE

ADC 및 네트워크 인프라 사업
ADC (Layer4/7) 솔루션

DNS/DHCP/IP 관리 솔루션

ADC 통합관리 솔루션

NI & SI 사업



SERVICE with OPENBASE

IT 서비스 사업
IT Total Outsourcing (ITO) 서비스

HW & NW MA 서비스

IT 인프라 진단 컨설팅 서비스



미래와 사람을 위한 솔루션과 시스템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고의 파트너사와 함께 합니다.



2,000+
누적 고객 수



Where the

Intelligence

works

BRAND VALUE

오픈베이스=신용

고객 중심의 생각으로 고객 감동을 창출하고
‘오픈베이스=신용’이라는 BRAND VALUE를
창출하겠습니다.

기업문화

건강하고 행복한 기업

도전과 열정으로 신뢰받는 최고의 IT전문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상호 배려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핵심가치

고객중심+신용+실행

오픈베이스는 고객중심, 신용이라는 기존의
오픈베이스 가치에 ‘실행’이라는 행동중심의
원칙을 더해 기업의 최우선 핵심가치로 삼고 한
걸음 더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 1일 IT 솔루션및서비스

전문기업오픈에스앤에스와예측분석

분야를선도해온데이타솔루션이

합병하며데이터전문기업인

‘데이타솔루션’으로거듭났습니다. 
양측이가진기술력과사업모델의

시너지를통해빅데이터, IoT 머신러닝, 

딥러닝및인공지능등의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시큐웨이브는보안솔루션개발및

공급을위해 2013년설립되었습니다. 

APT(지능형지속위협) 공격등의신규

위험에대한차세대네트워크

보안솔루션및빅데이터를이용한

보안분석등에집중하고있습니다.

오픈인텔렉스는 2013년 11월 GE Real 

Estate를인수하여설립한법인으로

그룹내부동산재산을관리하는

회사로서자사사옥및자사보유

임대용자산관리를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회를 선도하는 IT인프라서비스 리더, 오픈베이스에는 미래와 도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



업력 20년 이상의
중견

상장 기업

업계 최고의 기술
인력 보유

Cloud � 보안 � 네트워크 �
ITO 분야의 검증된

리딩기업

글로벌 NO.1 제품과
자체 개발 제품으로 구성된
최적의 솔루션 포트폴리오

엔터프라이즈 � 금융 � 공공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고객 레퍼런스

COMPANY MAN POWER TECHNOLOGY SOLUTION CUSTOMER

Why OPENBASE?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빌딩 4층 오픈베이스

Tel : 02-3404-5700  

Fax : 02-3452-3654  

E-mail : webmaster@openbase.co.kr  

Homepage : www.openbase.co.kr

오픈베이스 교육장 본사 건물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7·8 ·9 ·10 ·12호기 탑승)

화물트럭터미널

현대자동차
본사

양재 하이브랜드
4층 오픈베이스

AT센터

윤봉길의사
기념관

NH
농협중앙회

코스트코

양재시민의 숲 (매헌)

오시는 길 안내

버스 이용시

지하철 이용시

자가용 이용시

셔틀버스 이용시 오전 07:10 ~ 오후 09:05(주중)

반포, 서초에서 고속도로 이용시 양재IC에서 우회전

셔틀버스 이용시 1번출구 윤봉길의사 기념관 방향 앞에서 탑승

셔틀버스 이용시 6번출구 앞에서 탑승

셔틀버스 이용시 9번 출구 서초구민회관 앞에서 탑승

마을버스 이용시 11번출구 서초08, 서초20 (하이브랜드 하차)

3호선 양재역

4호선 선바위역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 역

잔디마을 하차

하이브랜드 하차

양재동 화물터미털 하차

마을

마을

일반 간선

직행

광역

서초08, 서초20

서초08, 서초20

11-3, 11-7, 917 441

3000, 3003, 3030, 6501, 7501

9100, 9200, 9201, 9300, 9503

양재 IC

경부고속도로

교육문화회관오거리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