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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대표이사
인사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SW융합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인포마인드입니다.

정보와 인간의 융합이라는 명제아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기업! 주식회사 인포마인드

지난 2000년 앞선 IT기술력과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 제주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관광, 지역홍보, 기타 여러 관련 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솔루션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선정’, ‘벤처기업인증’, 등 정부로부터 기술기업으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특히 2011년 정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인증을 받으며 기술개발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경영능력, 보유한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분야별 전문화된 기술 인력은 지속적인 고객지원을

보장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경쟁에서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것은

인포마인드의 창의적인 도전정신과 고급인력양성에 많은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IT.CT분야의 세계일류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인포마인드를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사개요 정보와 인간의 융합이라는 명제 아래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기업

회사명

대표이사

설립일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매출

(주)인포마인드

강희석 (Kang Hee Seog)

2000년 06월 24일

064)712-4787 / FAX. 064)712-478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501호(제주벤처마루)

www.infomind.co.kr

25억원 (2020년)



감사

IT융합연구소 영업부

비즈니스부문 컨설팅 부문

조직도

부서명 주요업무

CEO

기획지원부
· 사업 품질관리
· 공무/회계
·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기업부설 연구소 · R&D연구과제, 솔루션개발, 유지보수

유지보수팀 · 유지보수

대표이사

기획지원부

CS팀

관리팀

기획팀

SM팀

SI팀

UX팀

면세점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기업부설연구소 유지보수팀



회사연혁

2017
· 기상사업자 등록(기상청)
· 개방형 OS 환경 개발 및 보급 확산 사업 수행(NIPA, 서귀포시)

2018
· 제주향토강소기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 벤처기업 재인증(기술보증기금)
· 표준재배시설 통합 관리 시스템 v1.0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9
·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과학기술정보통신부)
· inPOS, inCMS, inLOGGER 상표권 출원

2015 ~ 2016
· 전기차용 충전장치 제조 공장 등록(제주시청)
· INFO-APIS v1.0 GS인증 획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20
· 기술역량 우수기업 인증서-전기자동차 운용 관제를 위한 통합 솔루션 기술(한국기업데이터㈜)
· 벤처기업 재인증(기술보증기금)

202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재인증



회사연혁

2011~2012
· 로하스머니(스마트폰용 가계부 어플) 개인비서 대표 App 선정, 경제 카테고리 1위(한국/홍콩/대만).유료 어플 전체 1위(한국)
· 멀티 DB CMS 서비스 GS 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고용 우수기업 선정(제주특별자치도)
· 수출유망중소기업선정(광주,전남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2000~2010
· 스마트폰용 가계부 어플 "로하스머니" 6개국어(한국어,영어,일어,중국어,프랑스어,독일어)로 출시 -Lite버전, 유료버전
· 기업부설연구소인정(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벤처기업 인증(기술보증 기금)
· 특허스타기업인증(제주지식재산센터)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제주특별자치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2006년 1월 20일)
· 6월 24일 법인 설립

2013 ~ 2014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제공사업(수요반응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
· 고용우수기업 재선정 (제주특별자치도)
· ISO 14001, 9001인증(TCL 국제인증원)
· 자본금 증자(300백만원에서 500백만원으로 증자)
· 본사 이전
· U-CIM 미들웨어 v2.0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표준재배시설 통합관제 관리 시스템 v2.0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업영역



사업분야

1. POS 분야



사업분야

2. IoT 분야

가정용 골프 퍼팅 시뮬레이션



사업분야

3. Block Chain

㈜인포마인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단일 채널의 허가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트랜잭션을 생성, 저장하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유통이력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사업분야

4. Smart Farm

작물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기반으로 원격지에서 재배시설을 제어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

5. Mobile Application

2013년 전 세계 앱스토어 모바일 앱 시장 규모는 295억$로 2010년 대비 190% 증가하는 산업분야로 저희 인포마인드는 세계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꾸준히 세계 트랜드에 발맞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하고 있으며 매년 로하스머니 앱의 판매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 교육, 관광, 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모바일 앱 개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웹 표준화 진행

Html5, CSS3 등의 차세대 웹 표준기술 등장

오픈소스 및 Open API의 확산

피쳐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용자 변화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 대거 출시

Global
Smart Mobile

Megatrend
Leader



사업분야

6. 통합관제시스템

IT 제반설비 자원, 농 ∙ 수 ∙ 축산물 등 관제 대상을 IT기술을 활용하여 중앙 집중방식으로 자원을 관제하는 시스템으로써

업무 효율성, 편리성을 제공하고 IT인프라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IT인프라 모니터링대상

환경정보 위치/상태정보

통합관제시스템

쇠고기
이력추척시스템

전기차 긴급구난
서비스 시스템

가축분뇨 이력
시스템



사업분야

7. USN 제품 – u-CIM 농/수/축산용 지능형 미들웨어

농/수/축산용 지능
형

USN 미들웨어

센싱 정도 통합 관리

다양한 질의 처리 제공

센서 네트워크
통합 연동 인터페이스

동정 및 정적
센싱 테이터 관리

Open API 및 세션 관리

이 기종 센서네트워크로부터 수집한 센싱 데이터를 필토링/통합/분석하여 의미 있는 상황정보를 추출/저장/관리/검색하고, 

청정 1차산업의 응용서비스로서의 전달 및 서비스간 연계/통합할 수 있는 상황 인식 통합 미들웨어 기술



상표
· 로하스머니 Lohas Money

(출원번호 2011-0001380) 

지식
재산권

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소프트웨어 (GS인증제품)
· INFO-APIS v1.0
· 멀티 DB CMS 서비스 v2.0
· 표준재배시설 통합 관제 관리 시스템 v2.0
· u-CIM v2.0
· 표준재배시설 통합관리시스템 v1.0

하드웨어
· 데이터 로깅 장치 IF4-InLogger(A)

· 표준재배시설 통합 관제 단말기 IN-AECU
· 전기차 (완속)충전기 INFO-EVC-001

특허
· 인터넷 타임캡슐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10-0370951)
· RFID기반의 교통신호 및 도로 노면 표지 알림 시스템 (10-0720673)
· 청각 장애인을 위한 홈네트워크 시스템 및 방법 (10-0942581)
· 유에스엔을 이용한 가로등 원격 제어 시스템 (10-0962043)
· 이동형 유에스엔 센서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10-1019152 )
· USN미들웨어 응용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중 질의 처리 방법 및 시스템 (10-1132270)
· 상황인지 미들웨어 시스템 (10-1169199)
· 동기화 장치 및 방법 (10-1411461)
· 저에너지 하이브리드 복합 온실 시스템(10-1440861)
· 다목적 차량 무선 인식시스템(10-1486267)
· 안내 로봇 및 그 시스템(10-1488821)
· 식물공장의 자동화를 위한 맞춤 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10-1516732)
· 헬스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10-1597197)
· LED광원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표준재배시설 통합 관제,관리 시스템(10-1612392)
· 다중 PCR 분석을 통한 소의 유선염 진단 방법 및 유선염 진단용 장치 (10-1754085)
· 다중 실시간 PCR을 통해서 임상샘플로부터 돼지 흉막폐렴균을 신속 탐지하는 방법 및 그 장치(10-1756736)
· 비콘 기반 스마트 관광 가이드 시스템(10-1777654)
· 골프 스윙 분석 장치 및 이를 이용한 골프 연습 시뮬레이션 시스템(10-1813522)
· 공동 시설의 전기자동차용 충전 전력 분배 시스템(10-1813523)



주요
인증/ 신고

현황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ISO 9001 인증서 ISO 14001 인증서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지능형전력망사업자등록증 기상사업자 등록증



주요
파트너

소방안전본부 농업기술원제주축산진흥원 수자원본부

http://www.zalesia.com/main_index.asp
http://www.shinsegae-inc.com/main.do;jsessionid=B1lIIEpcYCftwbiaCC0BaloUN82gaZqeQ4zd1mYMbxFyIOxfqO1SWkdEhk1iIxWc.scsic-esinc_servlet_engine1
http://www.easy-farm.com/html/mainm.html


주요
수요처 소방안전본부

농업기술원

수자원본부

제주축산진흥원



Contact us



찾아
오시는 길

기업부설연구소 (지능형 유 무선 융합 네트워크 연구소)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92, 807호 (삼도일동, 제동해피죤)

· 전화 064-712-4787 / 팩스 064-712-4786

제주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501호(제주벤처마루)

(주)인포마인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217

제주벤처마루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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