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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2013

2月 다온기술㈜ 창업
7月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인증
7月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증명

2014 2015 2016 2017 2018

8月 다온기술 본사 사업장 확장, 이전

12月 FireEye 최우수 Gold Partner  선정

1月 다온기술 본사 사업장 확장, 이전
2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月 기업 연구 개발 전담 부서 설립 6月 FireEye 중소형(커머셜) 고객 대상 침해대응 파트너사 선정

6月 FireEye NX Essential 오픈 POC 파트너사 선정
8月 FireEye 보안 관제 고도화 전략 세미나 공공기관 대상 로드쇼

2月 FireEye Best Performer 선정

PEOPLE
75%

연 혁

구 성 원

자격증 보유 수

FireEye FSE 자격증 전 엔지니어 보유

정보처리기사 5

사 업 영 역

Engineer Team
Management Support

Sales Team 8%

17%

정보보안 SI
정보보호 솔루션공급 및 유지관리
보안솔루션 통합 구축(전문 정보보호 솔루션 벤더와 협력)
정보보호 유지보수 운영 서비스
법규 준수 및 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솔루션 및 시스템 구축

“ Start-Up, 그 이상의 Performance를 보여주는 다온기술을 소개합니다. “

창의적 사고방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2013년 설립된 6년 차 새싹기업.
고객에게 정보보안 솔루션 구축 및 컨설팅을 주 업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고객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는 신뢰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다온기술 솔루션

보 안 솔 루 션 제 안 구 성 도

앤드포인트빅데이터 분석

통합 네트워크 보안 SECUI MF2

활용범위
• 방화벽, VPN, IPS&DDOS 등

APT 대응솔루션 FireEye NX

활용범위
• 네트워크 탐지 및 분석, 네트워크 포렌식

APT 대응솔루션FireEye EX

활용범위
• 지능형 스피어 피싱, 사칭,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 및 스팸 방어

APT 대응솔루션FireEye FX

활용범위
• 온라인& 이동식 파일공유에 대한 지능형 사이버공격 방어, 탐지, 대응

APT 장비 통합 관리 FireEye CM

활용범위
• FireEye 위협 인텔리전스 공유로 다중경로, 다단계 공격 탐지 및 방어

APT 대응솔루션FireEye HX

활용범위
• 엔드포인트 위협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실시간

대응 전략 수립

다중영역 구분보안 CoreBridge

활용범위
• 외부, 내부망 망분리 파일전송

빅데이터 프레임워크 Logpresso

활용범위
• 사이버침해 사고대응 통합로그관리
• 실시간 이상 금융 거래 탐지
• 개인정보 통합 관제

FireEye 통합관리



레퍼런스

레 퍼 런 스

FireEye 

누적 매출액

실시간

악성코드 분석량
악성코드 분석

가상머신 수

Endpoint 보호 수E-mail 계정

보호 수

6310K 115GB 2,414 11,370 14,900

숫자로 보는 다온기술

IT· 통신

금융권공공기관 일반기업

18%44% 18%20%

IT 통신

2019.01월 기준

공공기관

금융권

일반



고객을 위한 다온기술의 서비스

24/7기술지원 헬프데스크

ZENDESK

“다온기술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에 차별화된 가치를 담아
고객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약속합니다”

다온기술 Knowledge base

다온위키

고객의견을 더 나은 서비스로 제공하는

고객설문조사

Who. 각 솔루션 전문 엔지니어들이
When. 24시간 7일, 365일 내내
Where. 어디서든
What. 고객의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을
How. 이메일 또는 웹양식을 통해 Zendesk에 남긴 문의를 해결하며
Why. 고객에게 빠른 응대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위해 노력합니다

PROCESS.

프로젝트 완료
-> 고객 설문조사 실시
-> 고개의 피드백을 통해 기술지원 수준 향상
->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서비스를 제공

Purpose.
✓ 각 솔루션 전문 엔지니어들의 Know-How 공유
✓ 장애처리 프로세스 공유로 빠른 장애처리 지원
✓ 기술력 향상을 통해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노력



감사합니다

Locatio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35(삼평동, 실리콘파크) B동203호
Tel. 031-696-4870 Fax. 031-696-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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