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서

㈜클라우드나인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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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suit of excellence in online marketing and advertising communications to customers
with differentiated services to meet the promise to settle.

Vision
PROMISE
클라우드나인솔루션은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을 통해 고객사의 편익과 효율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제품 개발은 고객님의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필요할 때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 드리며, 자사의 가치를 바탕으로 고객님과 함께 발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TRUST
클라우드나인솔루션은 IT업계에서 오랜 경험과 기술을 중심으로 문서변환기술, 이미징프로세싱

기술, 전자출판, 컬러프로세싱 등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진행 중이며 고객사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고객사의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CHANGE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에서 클라우드나인솔루션은 항상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며 유연한 사고, 사업영역의 확장, 검증되고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보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외부적 변화를 통해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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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e
2000년 시작된 GO 커뮤니케이션의 열정과 에너지는 매년 20%를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05년에는 온라인 마케팅 부문 1위
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 모바일 / 웹 에디팅 및 문서변환 분야의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모바일 알림서비스 및 이미지상에서 텍스트 추출 솔루션등의 새로운 영역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기관과 기업들에게 우수한 솔루션을 제공하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나인솔루션
대표이사 약력-김민수
1.NewYork 대학교 졸-마케팅 전공

2.동 대학원 졸-MBA(Industrial Mgt.)
3.Proctor&Gamble 인디애나 H.Q근무
4.Goldstar U.S.H.Q 법인 근무
5.LG전자 근무-공조기수출사업부
6.서울시스템 근무-외자부
7.삼양물산 근무-수출기획부
8.참E&T 근무-해외플랜트사업부

회사명

㈜클라우드나인솔루션

설립일

2013년 6월

대표이사

김민수(영업,관리부문) / 길해진(개발부문)

주요사업

전자문서변환솔루션개발, 웹에디터개발, SI 등

소재지
자본금
직원수
대표전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50-3(본점)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1-17 KT중앙지사 빌딩 914호(서울영업점)

일억오천만원
12명
070.7774. 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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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15.11

“SAT정보기술”과 기술,공급협약체결- 금융기업에 OEM공급계약(플렉서서버)

2015.07

플렉서 서버 v.2.0출시

2015.04

(주)서울시스템과 기술협약 체결 (설치 및 유지/보수 위탁 계약 및 공동개발)

2013.11 ~

플렉서 서버 공공기관 영업개시 및 판매 (2015.11월 기준 약30여 기관도입)

2013.10

플렉서 서버 GS인증 및 조달등록

2013.09

전자문서 변환기 “플렉서 서버” 개발 및 출시

2013.08

“(주)한컴”사와 밸류마스터 계약체결 (EZ Photo 국내 독점영업권)

2013.07

인적 분할 후 ㈜클라우드나인솔루션 법인설립

2013.01

“인적 분할로 ㈜한글과 컴퓨터”사에 합병

2012.07

“㈜한글과 컴퓨터”사와 인수,합병 개시

2011.12

EZ Photo 일본 수출

2010.06

EZ Photo “G20 Seoul Summit” 초청 – ICT 대표제품(이미징 기술부문)

2009.07 ~

이지포토 공공기관도입 (경기도청 외 120여개 기관 도입)

2009.10

이지포토 대한민국 신소프트웨어 대상(대통령상) 수상

2008.11

EZ Photo GS 인증 및 조달등록

2008. 05

이미지편집프로그램 개발 및 출시(EZ Photo)

2005. 08

기술혁신중소기업(INNO-BIZ) 및 벤처기업 인증 득

2005. 05

㈜FSGSoft 법인 설립(전자출판 및 시스템통합)

■ Company Profile

Biz. Area
문서변환
솔루션
이미징
솔루션

시스템
통합(SI)

소프트웨어.솔루션 개발 전문기업

웹에디터

모바일앱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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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SALES

대표이사
(Sales/Admin.)
대표이사
(R&D)

R&D

서울시스템

SAT정보기술

영업팀
고객지원팀

연구개발팀

공동개발(언론사 전자출판 솔루션)

금융기업용 O.E.M제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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