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의 다양하고 고유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Total I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디아이티 
회사소개서 



 - 일반 현황 및 연혁 

 - CEO 인사말 

 - 주요 사업 영역 

 - 기술 보유 현황 

 - 디아이티 특장점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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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황 및 연혁 

설립단계 (1994 ~ 1999) 

- ㈜디아이티 설립 

- 국내최초 인터넷 취업포탈 서비스 

   jobLink 오픈  

- 인터넷 아르바이트 정보 AlbaLink 개발 

- 회계법인 전용 세무회계시스템 

   BenCom 개발 

- 국내 최초 Client/Server환경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 제조업 전용 ERP Keypoint 개발 

- 식음료업 전용 ERP Phamis 개발 

- 인쇄업 전용 ERP POPS2000 개발 

성장단계 (2000 ~ 2003) 

- 인사관리 시스템 MANPIS 개발 

- 헤드헌팅 사업 진출 

- 자회사 ㈜잡링크 설립 

- 전문직 헤드헌팅 포탈 Hrzone  오픈 

- 지식제안솔루션 SISPlaza 개발 

- 지식경영포털 Darwin 구축 

- 인터넷 기부사이트 SmallWorld 구축 

- 장학 복지재단 양호재단 설립 

도약단계 (2004 ~ ) 

- 사옥마련 및 이전 (강남구 삼성동) 

- 제안관리솔루션 Uact 개발 

- 전직원 해외연수 1차 (중국) 

- INNO-BIZ기업인증 획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인증 획득 

- 인사평과관리솔루션 HRPro 오픈 

- e-HR시스템  히로인 발표 

- 헤드헌터관리시스템 HMS 개발 

- 전직원 해외연수 2차 (일본) 

- 제안관리솔루션 Uact 3.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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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식회사 디아이티 

CEO 한현숙 

설립일 1994년 2월 1일 

자본금 10억 원 

임직원수 40명 

홈페이지 www.dit.co.kr 

대표전화 02)569-8210 

FAX 02)569-6815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삼성동 141-33번지) 
리치타워 14층 

고객현황 노루그룹 : 40여 개 
공공기관/기업고객 : 20여 개 

(주)디아이티는 1994년 창립 이후 지속적인 SM사업과 IT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업무환경 개선 및 시대적 흐름에 앞서 나가는 

웹사이트 구축 / 솔루션 개발 / 시스템 공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숙단계 (2011 ~ ) 

- 제안관리솔루션 Uact 4.0 발표 

- 송도 R&D센터 오픈 

- 영업관리 솔루션 SalesNote 개발 

- 클라우드 솔루션 SantaCloud 발표 

- 노루/대한잉크 그룹 그룹웨어 구축 

- 용산화학 및 계열사 ERP 구축 

- GS리테일 제안관리솔루션 고도화 

- 노루그룹 물류시스템 고도화 

- 모바일 원료/제품관리시스템 개발 



Copyright by DIT Co., Ltd. All rights reserved.  www.dit.co.kr 

CEO 인사말 

“Direction Toward Success” 
 

IT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디아이티입니다. 

 

디아이티는 신용을 최우선으로 하며 지난 24년간 고객의 성공적인 

IT 지원을 목표로 핵심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1998년 대한민국 대표 구인구직 사이트 JobLink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인터넷 세대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던 긍지와 자부심으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는 모바일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혁신적인 

Smart Working System의 선 개발사로 경쟁력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바른 인성의 디아이티 인재들과 함께 행복과 보람을 

추구하며 항상 고객에게 소중한 기업가치를 지켜주는 신뢰받는 

디아이티의 자부심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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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영역 

• 제안관리 솔루션 Uact 
• 모바일오피스 솔루션(그룹웨어/ERP 등) 

• 웹 사이트 개발 
• 웹 사이트 유지 / 보수 / 운영 
• 웹 사이트 프로모션 기획 

• 웹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 웹 사이트 브랜드 전략 컨설팅 

• HP/IBM/Fujitsu 
• Microsoft SP / 네트워크 기술지원 
•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 공급 

• 시스템 위탁운영 
• 웹 호스팅 
• 메일 호스팅 

• 네트워크 구축 
• 기술지원 

• e-BIZ / KMS 컨설팅 
• EIP/ERP 컨설팅 
• BSC / 6Sigma 컨설팅 

• 시스템 컨설팅 
• 아웃소싱 컨설팅 

1.  WEB Solution 

2.  Web SI 

3.  System Provider 

4.  System management 

5.  IT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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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아이티는 1994년 창립 이래 IT관련 수행경험과 기술을 근간으로 솔루션 개발사업, 웹사이트 구축사업 및 시스템 제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공기관 및 대기업 웹사이트의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디아이티는 최신 IT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잡기 위하여 스마트 워크 등으로의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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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영역_솔루션 

스마트워크 시대의 실시간 업무, 협업을 위한 Web/Mobile 기업용 솔루션 
 
- 모바일 오피스(그룹웨어) 
- 모바일 ERP 
- 물류/유통 수불 관리 시스템 
- 창고관리(입고/출고) 시스템 
- 생산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 스마트워크 디바이스 납품 

직원들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에서 나온 소중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창의/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제품품질 향상, 

생산력 강화 등 기업 경쟁력강화를 창출하는 지식제안 관리솔루션 

(주)디아이티는 노루그룹(국내/외 40여 개 계열사)을 비롯한 중견기업의 정보시스템 컨설팅, 개발 경험 및 기업에서 일어나는 업무

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환경의 변화에 맞게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와 최적화를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식경영 분야, 인적자원 분야, 품질경영혁신 분야 등 기업업무 전반적인 분야에 걸친 솔루션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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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영역_시스템 매니지먼트(SM) 

(주)디아이티는 노루그룹 및 대한잉크그룹 전사업무의 전산화 및 운영 유지보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중견기업 전산운영, 유지보수 업무의 대행 경험으로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노하우 및 자체적으로 돌발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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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안정화 시스템운영 체계적 
관리시스템 

IT 운영방안 
도출 

정기  
운영보고 

문제발생 
조치 

최첨단 모니터링 
시스템 

또한 컨설팅과 구축/개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프로바이더로써, 

고객에게 보다 안정적인 토탈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 컨설팅과 개발, 구축 등에 있어 체계적인 기술지원 방식으로 

가장 경제적인 하드웨어 공급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현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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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영 기반 포털의 컨설팅 및 구축에 대한 풍부한 이해 및 경험 
노루홀딩스 그룹 전체 포털과 관계사의 지식경영 기반의 포털 구축 및 6시그마 등 
국내 여러 업체의 제안관리 구축 경험 확보 
수년간의 운영을 통한 검증된 시스템 01 

디아이티 특장점 

검증된 최적의 솔루션 확보 
노루그룹 그룹웨어 및 모바일오피스 구축, 

운영 지원 및 신규 프로세스 적용을 위한 지속적 개발 
기관 및 기업의 다양한 업종을 구축한 경험 02 

풍부한 사업경험 및 수행 역량을 갖춘 조직 구성 
지식경영 및 기업포털, 6시그마, BSC등에 관한 컨설팅, 시스템 구축,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담당한 경험 많은 전문가 보유 
제안관련 Uact 전담인력 상시 운영 03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이행방안 제시 
컨설팅부터 구현까지 체계적 자체 방법론 확보(D-SIM)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Field Test 실시를 통한 성능 및 품질유지 노하우 보유 04 
체계적인 기술이전으로 용이한 운영 및 유지보수 
프로젝트 기간은 물론 시스템 구축 후에도 기술 및 품질지원을 위한 
전사차원의 조직적 지원 기능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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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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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본사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14층(삼성동 141-33) 

연 락 처 : TEL : 02)569-8210 / FAX : 02)569-6815 

 송도R&D센터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송도동 172-1)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S동 2702호 

연 락 처 : TEL : 032)209-8600 / FAX : 032)209-8219 

 안양사업장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2,(박달2동 615)  ㈜노루페인트 

연 락 처 : TEL : 031)467-6310 / FAX : 031)467-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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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