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2

TTA 사업참가사 목록

1. 정규참가자(156)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담당자 E-mail

1

(사)유비쿼터스부산포럼

부산 남구 대연3동 21세기센츄리시티건물

한계섭

051-610-0110

pipa21@nate.com

2

(주) 내셔널그리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8-8 태연빌딩 201호

김기환

02-3486-6930

byeonsy@ngrid.co.kr

3

(주) 케이티에프테크놀로지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5-3 신영타워 9층

허인무

031-788-2900

yellowturtle@ktftech.com

4

(주)가인정보기술

대전 유성구 탑립동 대덕테크노벨리 아이2-2-2

곽대원

042-934-9656

robinkim@gainit.co.kr

블록 PostBI 센터 308호
5

(주)기산텔레콤

서울 송파구 방이2동 66-2 세기빌딩 11층

박병기

02-3433-8200

bhmin@kisantel.co.kr

6

(주)날리지큐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1-13 아레나빌딩 3층

김학훈

02-564-7323

joyshin@kcube.co.kr

7

(주)넥실리온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아주빌딩 1004호

배성옥

02-3452-9404

seehyun@nexilion.com

8

(주)넷피아닷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6 기계진흥회관

이판정

02-3665-0123

jhwon@netpia.com

신관 11층
9

(주)다산네트웍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6F

남민우

02-3484-6500

gjlee@dasannetworks.com

10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서울 강남구 역삼2동 데이콤빌딩 12F

이재웅

02-6003-5500

channy@daumcorp.com

11

(주)대우일렉트로닉스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별정우체국연합회빌딩 4층

이승창

02-3270-5960

mrgogma@nate.com

12

(주)데이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00-12 데이콤빌딩

정홍식

1544-0001

tylee@dacom.net

13

(주)디지프렌즈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1-1 연우빌딩 7층

박병강

02-564-0333

sumok@digifriends.net

14

(주)렛스비전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9 경기지식산

임채열

031-476-8600

joywlee@letsvision.com

15

(주)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번지

최문순

02-780-0011

dict@mbc.co.kr, mdict@mbc.co.kr

16

(주)보체웹닷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21 명지빌딩 4층

최중인

02-3454-1161

jungki73@voceweb.com

17

(주)비아인텍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5-58

김동섭

031- 463-3000

icpark@ktt.or.kr

18

(주)서화정보통신

서울 금천구 가산동 678 서화빌딩

김휘중

02-2109-3805

namagi@seohwa.co.kr

업안양센터 4층

19

(주)센트로닉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3-4 경림빌딩 2층

손택만

02-581-0068

turboart@centronix.co.kr

20

(주)소디프 이앤티

경기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678-7

조현철

031-900-1624

songym@sodiff.net

21

(주)소프텔레웨어

서울 서초구 반포 54-1 쌍동빌딩 서관 5층

이승구

02-2106-4900

lhs@softeleware.com

22

(주)쏠리테크

서울 송파구 가락동 78 IT벤처타워 B동(동관) 10층

정 준

02-2142-3800

jskim@st.co.kr

23

(주)씨모텍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0 이트로닉스

이재만

02-785-5540

mayby@cmotech.com

빌딩 5층
24

(주)씨앤드에스마이크로웨이브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513-15 선텍시티 8층

이홍배

031-777-1900

dragon@cnsmicro.com

25

(주)씨엔에스

경기 용인시 수지읍 동천리 853-1 한국물류 702

고영산

031-781-7810

lhm@cnskorea.com

박종석

031-609-7000

whch@asetec.co.kr

텍시티 8층
26

(주)아세테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42-17 쌍용트윈
타워 1차 605호

402

27

(주)아이앤씨

서울 서초구 양재동 324-1 베델회관 B101호

최의선

02-577-9131

SHLEE@inc.co.kr

28

(주)아이필넷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에이스테크노타워8차 5층

이용희

02-2025-7990

yuym76@ifeelnet.com

주소

대표자명

29

(주)알티캐스트

회사명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28-3 나라종합금융빌딩 18층

지승림

02-2007-7700

전화번호

dynaxis@alticast.com

담당자 E-mail

30

(주)에스디시스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현대아이밸리 613호

박봉용

031-737-9435

jinmhz@sdsystem.co.kr

31

(주)에스비에스

서울 양천구 목동 920 SBS 방송센터 22층

안국정

02-780-0006

ksj@sbs.co.kr

32

(주)에어텍시스템

경기 군포시 당정동 508-7

김대희

031-427-9977

jhlee@airtecsys.com

33

(주)에이스톤테크놀로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안양메가벨리 811호

김성군

031-420-8800

yhkoh@astone.co.kr

34

(주)에찌소프트

서울 강남구 삼성동 38-23 702호

권순준

02-547-1628

hjkwon@edgesoft.co.kr

35

(주)에치에프알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2-2 온세통신 5층

정종민

031-712-7768

dreams@hfrnet.com

36

(주)엠티아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6-10

임기호

02-421-4042

yahoo@mtico.co.kr

37

(주)와이즈그램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4-3,6 석정빌딩 4층

한민규

02-525-8838

andy@wisegram.com

38

(주)위다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50 미금파크빌 2층

박춘호

031-715-6999

junhoyi@withus.re.kr

39

(주)이트로닉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50 통신기술연구소

강석규

02-850-6363

bhlee2@etronics.co.kr

통신연구 1팀
40

(주)인터큐브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삼풍빌딩 10층

김용수

02-6005-3000

tykim@locus.com

41

(주)인텔코리아알앤디센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케이티빌딩 7층

이강석

02-767-1700

usctrojan@paran.com

42

(주)인트로모바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화빌딩 7층

이창석

02-567-3434

bryan@intromobile.com

43

(주)인프라웨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48-1 반도빌딩 4층

강관희

02-537-0538

jjiijj@infraware.co.kr

44

(주)정글시스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82-5 내외빌딩 4층

정인복

02-3471-6006

chjung@sejongfonts.co.kr

45

(주)정도유아이티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경북테크노파크 5층

노성기

053-817-9977

cybertec2k@empal.com

46

(주)중앙시스템

서울 마포구 연남동 504-29 중앙빌딩

서정근

02-330-5827

astronam@jasteletech.com

47

(주)지어소프트

서울 강남구 도곡동 514-1 유니복스빌딩 4층

한용규

02-2104-9806

ezdon5@hitel.net

48

(주)지에스텔레텍

인천시 남구 주안동 1385-14(주안공단 제6단지)

고영숙

032-870-5542

sameview@gsteletech.com

49

(주)지티앤티

서울 광진구 군자동 27-2 지티앤티빌딩

이세한

02-6678-6000

ds2aqk@empal.com

50

(주)칸소프트

서울 금천구 가산동 493-6 대륭테크노타운 6차

박창환

02-2108-5207

ssijj0226@khansoft.co.kr

51

(주)케이엠더블유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65

김덕용

031-370-8600

jyuns@kmw.co.kr

52

(주)케이티네트웍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26 (삼일프라자 B/D 5층)

이경준

53

(주)코어트러스트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40 인텔빌딩 8층

우제학

02-3453-7452

tilt300@coretrust.com

54

(주)콤위버정보통신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37 소정빌딩 4층

김란숙

02-558-1787

kate@comweaver.com

55

(주)터보텔레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1 MbyN 빌딩 10층

장흥순

031-711-4915

crow@turbotelecomm.com

506호

1006호
dragon@ktn.co.kr

터보텔레콤
56

(주)텔레칩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0-12, 코래드빌딩

서민호

02-3443-6792

alvin.kim@www.telechips.com

57

(주)팬택앤큐리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1-34

송문섭

02-580-5572

tbchung@curitel.com

58

(주)펄서스테크놀러지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27-33 비트빌7층

오종훈

02-586-8707

yjahn@pulsus.co.kr

59

(주)프리샛코리아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36번지 티컴앤디티비로

김근도

3665-2910

refreeda@freesat.co.kr

김경수

031-711-8450

kenny@pspace.co.kr

빌딩 5층
60

(주)피스페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0-1 트라팰리스
810호

61

(주)픽스트리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연세공학원 250호

신재섭

02-365-4462

lss23@pixtree.com

62

(주)하이게인텔레콤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43번지(시화공단 1나 401호)

이의자

031-496-1376

hklee@hgtel.co.kr

63

(주)한국무선네트워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3-7 하나빌딩 3층 한국

김종현

02-3446-2471

ryan73@korwin.net

무선네트워크
64

(주)한성전자산업개발

서울 강남구 포이동 259-4

최광남

02-574-4556

teseuss@paran.com

65

(주)현대오토넷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36-1

이일장

031-639-7713

choish@haco.co.kr

66

(주)홈캐스트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78번지 IT 벤처타워 동관 7층

신욱순

02-2142-3700

hjkim@homecast.net

67

(주)휴맥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1-2 휴맥스 벤

변대규

031-600-6143

sllee@humaxdigital.com

처타워 7F
68

(주)LG텔레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4번지 LG로담코타워 14층

남 용

02- 818-9201

yskoo@lgtel.co.kr

69

기륭전자(주)

서울 금천구 가산동 219-6(구로단지우체국

권혁준

02-3282-2344

ehwon@kiryung.co.kr

임일택

02-2194-5300

pepsiham@nextreaming.com

사서함 37호)
70

넥스트리밍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서초구 서초동 1339-9

403

부록

회사명
71

넷포드(주)

주소

대표자명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33-6 벽산테크노

박 일

031-737-8220

전화번호

jyl@netford.com

담당자 E-mail

임종욱

02-316-9235

tschoi@taihan.com

피아 812호
72

대한전선(주)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94-15 인송빌딩 5층 대한
전선 통신영업팀

73

동원시스템즈(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21-3

서두칠

031- 467-7045

mskang@eastelsystems.com

74

디브이테크놀로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448번지 대륭테크놀로지 806호

전봉신

02-2107-3180

jhahn@dvtech.co.kr

75

디알엠인사이드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98번지 두산위브 410호

강호갑

02-430-7267

hgkang@drminside.com

76

디지피아(주)

서울 송파구 가락동 78번지 IT벤처타워 동관 6층

이건수

02-2142-3209

bmkang@dizipia.com

77

레이디오펄스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79-2번지 KIPA빌딩 805호

왕성호

02-401-6744

iycho@radiopulse.co.kr

78

로데슈바르즈 코리아

서울 강남구 논현동 83-29번지 로데슈바르즈빌딩

김용득

02-3485-1900

jaekyung.lee@rskor.rohde-schwarz.com

79

매커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8-14 대도빌딩 4~7층

김태완

02-563-8008

rsh1019@makus.co.kr

80

모다정보통신(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36-7 진석빌딩 5층

이종희

02-523-7677

jji21c@modacom.co.kr

81

모바일 인사이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에이스 테크노 타워 8차 305호

이상열

02-2025-7930

yshan@m-inside.com

82

모토로라코리아(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1-2 금화빌딩 17층

길현창

02-3440-7071

R43183@motorola.com

83

삼성 탈레스 주식회사

경기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 산14번지 삼성종합

박태진

02-3458-1174

yd.shin@samsung.com

박양규

3415-6800

jhb.lee@samsung.com

기술원내 삼성탈레스
84

삼성네트웍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무역센터 아셈타워
11층 사업전략팀 이지혜

85

삼성전자(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윤종용

031-279-2152

dynamic.lee@samsung.com

86

서울통신기술주식회사

서울 강동구 성내3동 448-11

송보순

02-2225-6000

mykid.kim@samsung.com

87

선명전자통신(주)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57-1 라고프라자 8층

김봉기

031-908-8700

jglee@sunmyung.com

88

스카이텔레텍(주)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스타타워 21층

김일중

02-2112-3114

jyoungkim@skteletech.com

89

신지소프트

서울 마포구 공덕2동 253-42 지방재정회관 12층

최충엽

02-711-6550

madoka@sinjisoft.com

90

쓰리에스디지털(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2-1 크란츠테

유용태

031-777-8123

wsj@3sdigital.com

91

씨앤앰커뮤니케이션(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8-26 제일빌딩 6층

오광성

02-2240-9700

tyche@cnm.co.kr

92

아드반테스트코리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3-22 교보강남타워 22BF

김영환,

02-532-7071

park.kwangmo@kr.advantest.com

크노빌딩 901호

주식회사

오기와라히데

93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78 IT벤처타워 동관 18층

박창일

02-2142-3332

rjs461@inctech.co.kr

94

아토정보기술(주)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28번지 우림라이온스밸리

강관식

02-2026-2211

kimks63@paran.com

임병근

02-554-8536

khchoi@arraycomm.com

C동 1002호
95

어레이컴 한국지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6, 성지하이츠 2차,
609호실

96

에릭슨코리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1 강남빌딩 18층

김헌철

02- 3470-5032

jc.choi@ericsson.com

97

에스넷시스템(주)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08-8 세방빌딩 신관6층

박효대

02-3469-2947

bkkim@snetsystems.co.kr

피터

031-428-5700

jc.jeon@sgs.com

에스넷시스템 기술연구소
98

에스지에스 테스팅 코리아

경기 군포시 산본동 18-34

포세미어스
99

에어텍정보통신(주)

인천 남동구 남촌동 613-9

서경수

032-815-1119

jerryyoo@airtech21.com

100

에어포인트

대전 서구 둔산동 946번지 산업은행 3층

백승준

042-484-5460

gbkim@airpoint.co.kr

101

에이디정보통신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1-7 에이스테크노타워

박민철

02-2025-7750-3

manager@adinc.co.kr

앤드류

02-6294-9151

agneskang@kr.nds.com

8차 6층 608호
102

엔디에스아시아퍼시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일보 1005호

우드워드
103

엠브릿지(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30 라인빌딩 10층

권 혁

02-3452-5383

jhjeong@mbridge.co.kr

104

엠씨에스로직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6 삼호빌딩 B동 6층

남상윤

02-3462-7474

sjkim@mcslogic.com

105

엠큐브웍스(주)

강남구 대치동 942-1번지 미래와 사람빌딩 8층

구준모

02-528-3905

jihee@mcubeworks.com

106

오소트론(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2-1 크란츠

이경국

031-737-8198

mypark@orthotron.com

테크노 709호

404

107

온넷기술(주)

대전 서구 둔산2동 1115번지 대한제분빌딩 5층

김성규

042-471-3451

hysong@ont.co.kr

108

온타임텍(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5 오너스타워 9층

황재식

031-710-6500

yjlee@ontimetek.com

부록 2 │ TTA 사업참가사 목록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담당자 E-mail

109

웹싱크 주식회사

대구 남구 대명3동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6층

김의용

053-652-8202

ksh@websync.co.kr

110

유니모테크놀로지(주)

서울 서초구 방배3동 479-12 유니모테크놀로지

정진현

02-3470-4400

ydkwon11@unimo.co.kr

111

이너큐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 킴스타워 801호

정윤기

02-2262-8774

chiro00@innercube.co.kr

112

이노에이스(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4-1, 서울대 연구공원

이성재

02-2101-2300

oslo0720@innoace.com

그라함

02-3452-2644

dlee@irdetoaccess.com

SKT 연구동 2층
113

이데토액세스코리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2 삼정개발빌딩 9층

앤드류 킬
114

이엠따블유안테나

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24 A동 4층

유병훈

02-2107-5500

pjh@emwantenna.com

115

인프라밸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5-1 파인벤쳐

최염규

031-709-1094

powerlgc@infravalley.co.kr

빌딩 6층
116

전자부품연구원

경기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455-6

김춘호

031-789-7654

bhy@keti.re.kr

117

주)아이콘랩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7-10번지 서진빌딩 6층

이재준

02-542-1645

ryu@iconlab.co.kr

118

주식회사 머큐리

인천 서구 가좌동 531-6

홍종호

032-580-3114

mickey@mercurykr.com

119

주식회사 한마로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67-5 정우빌딩 3층

김성엽

82-2-3454-1799

kcshin@hanmaro.com

120

주식회사썬웨이브텍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28 동일테크노타운

김선구

031-421-0457

jgy@sunwave.co.kr

조정일

02-2168-7500

sjlee@kebt.co.kr

이정원

02-862-4593

windy@coscosemi.co.kr

손영석

551-2800

sckim@ti.com

7차 4층
121

케이비테크놀러지 (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
타워 8층

122

코스코 전자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1 에이스 트윈타워 1관
906호

텍사스인스트루먼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타 28/29F,

코리아

무역센타 우체국 사서함 45호

124

티에스씨시스템

서울 용산구 한남2동 794-4 청암빌딩 3층

손성철

02-795-1045

sdlee@tscsystems.com

125

티유미디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84번지 Seoul

서영길

02-6323-2962

joy4eun@tu4u.com

126

팅크웨어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5 한미타워 15층

김진범

02-3433-1600

dyseong@thinkwaresys.com

127

포스데이타 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포스데이타

김광호

031-779-2114

kbpark@posdata.co.kr

128

프런티어실리콘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번지 SAG 은관 501호

김귀남

02-2059-8670

dustin.oh@frontier-silicon.com

129

피앤피네트워크

서울 송파구 가락동 78번지 IT벤쳐타워 8층

김용훈

02-2142-1080

jenny@pnpnetwork.com

130

하나로텔레콤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43번지 신동화화재빌딩

윤창번

02-6266-2000

ymlee@hanaro.com

123

Finance Center

17층
131

한국 루슨트 테크놀로지스

서울시 강남구 청담1동 68-5번지 신영빌딩 6층

양춘경

02-767-4000

jinsuh@lucent.com

132

한국 알카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해상빌딩 17층

김충세

02-2190-3700

dongwon.cho@alcatel.co.kr

13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 유성구 어은동 52번지

조영화

042-828-5114, 8

mirr@kisti.re.kr

134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 서초구 우면동 92-6

고석만

02-526-2000

parkslab@ebs.co.kr

135

한국노키아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19 신영타워 8층

강우춘

02-2186-5000

justine.y.lee@eads.com

136

한국디엠비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9-24 벤처타운 이플레이스

정 훈

02-565-9566

funkysin@k-dmb.com

빌딩 3층
137

한국디지탈위성방송(주)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번지 제일은행본점 건물 14층

황규환

02-2003-3000

yschoi@skylife.co.kr

138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정연주

02- 781-5136

kdhy@kbs.co.kr

139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79-2 KIPA빌딩

고현진

02-2141-5000

gylee@software.or.kr

140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21-11 KTF빌딩 11층

송관호

02-2186-4500

sjlee@nic.or.kr

141

한국전산원

서울 중구 무교동 77번지

김창곤

02-2131-0114

sjk@nca.or.kr

14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임주환

042- 860-6114

wungp@etri.re.kr

143

한국전파기지국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방이동 149-4 순창빌딩

한춘구

02-2077-3114

ohsk@krtnet.co.kr

14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서울 강서구 등촌1동 645-11번지

손연기

02-3660-2500

unistar@kado.or.kr

14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78번지 IT벤처타워 서관4층

이홍섭

02-4055-114

shlee@kisa.or.kr

146

한국퀄컴(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3-22 강남 교보타워 B동 19층

김성우

02-530-9898

spark@qualcomm.com

147

한글과컴퓨터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 프라임센터 20, 21층

백종진

02-3424-3400

hkkim@haansoft.com

148

한울(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성균관대학교

이주형

031-292-6490

hoon900@hanwol.co.kr

405

부록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담당자 E-mail

149

현대이미지퀘스트(주)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36-1

김홍기

031-630-2578

j-park@hyundaiq.com

150

현대자동차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김동진

746-7811

jeeic@hmc.co.kr

151

현대정보기술(주)

서울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빌딩

백원인

02-2129-4693

jeanne@hit.co.kr

KT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7번지 KT 신사업기획본부

남중수

djkim@kt.co.kr

기술협력팀

152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1010번지 8층

KTF(주)

조영주

02-2010-0147

twban@ktf.com

김쌍수

080-023-3300

mhkim98@lge.com

KTF연구기획팀

153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LG전자 정보통신종

154

LG전자(주)

155

L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번지 아셈타워빌딩 19층

구자열

02-2189-9114

Kimjh@cable.lg.co.kr

156

SK텔레콤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1번지 SK-T 타워 R&D

김신배

031- 710-5114

all4u@sktelecom.com

합연구소 표준전략그룹

기획팀

2. 협력단체(7)
주소

대표자명

1

(사)한국통신학회

회사명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30-18 현대기림 1504호

이상욱

02-3453-5555

전화번호

splee@kics.or.kr

담당자 E-mail

2

대한전자공학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907호

이천희

02- 553-0255

geninfo@ieek.or.kr

3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 빌딩9층

원영희

02-3708-5300

taehoon@dpc.or.kr

4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 대영빌딩 5층

정병철

02- 586-3411

yoanna@mail.sw.or.kr

5

한국전파진흥협회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0-4 무선관리단 4층

조정남

02- 317-6000

backbum@rapa.or.kr

6

한국정보보호학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BD III 909호

김대호

02- 564-9333

kiisc2@kornet.net

7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8-2동 아빌라트 ２타운 2, 3층

정장호

02- 580-0580

redpooh@kait.or.kr

주소

대표자명

3. 참관자(8)
회사명

전화번호

담당자 E-mail

1

(주) 열림기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6층

김희수

02-589-4904

ldy@opentech.co.kr

2

(주)벨웨이브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9-3 텔슨벤처타워 9층

양기곤

02-3460-8900

arany1002@bellwave.com

3

(주)유브릿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5-11번지 선진빌딩 302

이병주

02-3443-7208

yium2@ubridge.co.kr

4

벨록스소프트(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11동 1659-5호 자티빌딩

이흥복

02-883-8431

douk951@veloxsoft.com

5층 501호
5

씬멀티미디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59-4 송원빌딩 3층

박대일

02-536-2840

dreamjoy9@thinmultimedia.co.kr

6

에이치텔레콤(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15 선텍시

하상욱

031-777-1331

jdlee@htel.co.kr

티아파트형 공장 704호
7

주식회사 플랙트로닉스

경기 군포시 당정동 SK-Ventium 104동 5층

매니에이엘 031-450-0000

jay.park@kr.flextronics.com

마리뮤슈
8

티아이스퀘어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21-3 동원시스템즈

이길수

031-468-9822

jhkim@tisquare.com

A동 4층

4. 부분참가자(23)
회사명

406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담당자 E-mail

1

(주)노키아티엠씨

경남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973-6

김기순

055-290-7777

chulsoon.kang@nokia.com

2

(주)디지털스트림테크놀로지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1-1

김주현

02-2143-3594

swhong@dstreamtech.com

3

(주)레인콤

서울 강남구 도곡1동 949-3 캠코양재타워 14층

양덕준

02-3019-3688

charles.kim@reigncom.com

4

(주)리얼타임테크

대전 유성구 봉명동 동아오피스텔 512호

진성일

042-828-7117

hdy@realtimetech.co.kr

5

(주)시큐어피아

대전 유성구 궁동 480-4번지 승현빌딩 2층

서정욱

02-2614-2705

cwsuh@secure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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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대표자명

6

(주)아이셋

회사명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 리빙텔 1117

이호규

02-6333-7740

전화번호

slkim@iset-dtv.co.kr

담당자 E-mail

7

(주)엔텔스

서울 강남구 청담동 41-2호 금하빌딩 15층

심재희

02-3453-0888

lincoln@ntels.com

8

(주)잉카엔트웍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7-2 해성빌딩 5층

안성민

02-538-9058

niceisw@inka.co.kr

9

(주)제너시스템즈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1 현대인텔렉스빌딩 4층

강용구

02-3438-4900

jayhkim@xener.com

10

(주)태광이엔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04-3

이성우

031-467-7983

winguy@tge.co.kr

11

(주)휴먼케어

경기 안산시 월피동 508-9번지 광덕산빌딩 203호

한치영

031-486-9015

pjw481@humancare.co.kr

12

가온전선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408

양창규

063-210-5430

leesh@hscable.co.kr

13

리눅스원(주)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번지 프라임센터 28층

최욱제

02-3424-1100

css@linuxone.co.kr

14

모빌토크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산동3가 34-5 남산빌딩 311호

홍승우

02-565-0825

yhyeom@mobiletalk.co.kr

15

무선관리단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8번지 IT 벤처타워 서관

유복치

02-3141-0011

icsoo@kora.or.kr

문희탁

02-871-1594

park@igetlinux.com

마이크제

02-368-8900

joo-woon.yoon@utstar.com

11호

17-18F
16

아이겟리눅스(주)

서울 관악구 봉천7동 1595-4

17

유티스타콤 코리아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7 트러스트타워

테크놀로지스

이.소피

18

이엑스이모바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6-14 배강빌딩 3층

임병모

02-542-6648

andy@exemobile.com

19

지능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32-63 영광빌딩 2층

이점식

02-2042-2164

3i@threei.net

20

텔코웨어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21 대공빌딩 13층 기술

금한태

02-2105-9800

jhlee@telcoware.com

21

포엠인포텍(주)

서울 서초구 잠원동 39-1번지 동화빌딩 401호

임봉빈

02-546-7088

delphijang@empal.com

22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1 심도오피스텔 501호

윤승기

1588-5522

yeong-il_kim@agilent.com

23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4-1 통신공제조합회관 4층

김흥주

02-3488-6100

kica4455@chol.net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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