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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보유기술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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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는

정보통신산업의 동반자 ㈜네오비젼 입니다.

시장환경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나, 변하지 않는 ㈜네오비젼의 가치는 바로 “고객에 대한

정성” 입니다. 창사 이후 매년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온 ㈜네오비젼은 IBS분야 (통합SI, 

FMS, BEMS, 빌딩안내, 모니터링, 정보통신공사 등)의 컨설팅, 설계에서 시공까지 TOTAL 

SOLUTION을 추구합니다. 그 동안 쌓아온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과

기술력 확보로 고객에게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품질의 통신시설분야를 시공하여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합니다. 또한 정직한 시공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통신분야의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만족할만한 최첨단 시스템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주)네오비젼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는

정보통신산업의 동반자!

인사말 Messag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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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

기준일
2018.07.31

시공평가

적용기간 2018.07.31 ~ 2019.07.30

시공능력

평가액
2,603,300천원

회 사 명 주식회사 네오비젼

대표이사 유 정 식

사업분야
정보통신공사, 통합SI, FMS, BEMS, 빌딩안내,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개발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SK V1센터 W동 1709호)

전화번호 02-2637-8658 FAX 02-2637-8659

설립연도 2013년 8월 23일

업 태 건설업, 도소매, 제조판매

업 종 정보통신공사, 통신자재, 소프트웨어개발

시공능력 평가액 www.n-vision.co.kr

회사개요 Summary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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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력있는 정보통신공사

02 노력하는 기업

사용자가 요구하는 만족할만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는 네오비젼의

성공의 길을 소개 시켜드립니다.

창사 이후 고객에 대한 정성으로

노력해온 네오비젼의 성장을 소개

시켜 드립니다.

해가 갈수록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STEP 
01

성실함

STEP 
02

근면함

STEP 
03

진실함

회사개요 지명원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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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명 : 주식회사 네오비젼

2. 설립일 : 2013년 8월 23일

2018

12월

05월

04월

㈜ HDC아이콘트롤스 협력업체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회사연혁 History 지명원

12월

08월

07월

01월

201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LG CNS, 현대오토에버 협력업체

대우건설 협력업체 등록

ISO 14001 인증 획득(인증번호 GIS-0852-EC)

ISO 9001 인증 획득(인증번호 GIS-0852-QC)

인천국제공항 교통안내 디지털사이니지 구축

공장등록증 발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GS 1등급(17-0038) 발급

2019

03월

02월

HMI(Human Machine Interface)패키지 S/W 연구/개발

경기도 이천의료원 병원 IBS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한화에스테이트 협력업체

마곡 이대서울병원 병원안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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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3

베트남 북앙카잉 포스코 건설 (통신자재 및 단종 공사)

포스코 세종 신도시 레이 파크 (통신 자재 납품)

포스코 세종시 더샵 (통신 자재 납품)

03월

01월

포스코 건설 성북구 더샵 (통신 자재 납품)

정보 통신 면허 취득

㈜베스트 네트워크 법인 설립

10월

9월

8월

1. 회사명 : 주식회사 네오비젼

2. 설립일 : 2013년 8월 23일

회사연혁 History 지명원

06월

05월

04월

03월

2015

에스원.양우건설 협력업체

보미건설, 우미건설 협력업체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주)베스트네트워크-(주)네오비젼 상호 변경

12월

07월

05월

04월

03월

2016

인천 국제공항 여객안내용 디지털사이니지 구축

계룡건설 협력업체

마산의료원 병원안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제주해군기지 통합SI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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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원조직도 Organization Chart

대표이사

시스템사업부

· 회계팀

· 총무팀

· Package S/W개발팀

· Mobile S/W개발팀

· 영업팀

· 해외영업팀

· 설계팀

· 제품디자인팀

· 화면UI디자인팀

· IBS팀

· 네트워크사업팀

디자인부영업부연구소경영지원부

감사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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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원인증서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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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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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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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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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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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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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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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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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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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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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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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원인증서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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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Field 지명원

전력/조명

빌딩안내

자동제어

통합SI

BEMS

FMS

출입통제 CCTV주차관제

정보통신공사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 아래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완벽한 시공!

그 동안 쌓아온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과

기술력 확보로 고객에게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품질의 통신시설공사를

시공하여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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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통합SI Field-System Integration 지명원
사업분야

SI는 빌딩 내 개별 시스템들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감시/제어/관리로

효율적인 빌딩 운영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관리자에게

SMS문자를 발송하여 신속한 긴급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ystem Integration

FMS

FMS는 건물 설비상태 및 운영 정보, 운영설비

실시간 인터페이스를 통한 통계 데이터 등을

유지보수 관리에 활용하여 건물 설비의 효율을

제고하는데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Facility Management System

BEMS

BEMS는 에너지관리 기능을 고도화하여 에너지

사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System 운용상 문제점을

제시하는 최적의 에너지관리 솔루션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파악 및 시스템을 종합분석하고, 

열원설비의 최적 운전을 위한 분석정보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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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안내

빌딩안내 Field-Inteligent Building System 지명원
사업분야

빌딩안내시스템은 건물 내/외부에 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기업, 병원, 관공서, 학교, 쇼핑센터, 

군부대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Server와 LFD산업용

모니터, KIOSK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양방향

유비쿼터스 시스템입니다. 

Inteligent Building System

전기시계

전기시계시스템은 GPS위성에서 신호를 받아

모시계(Server)로 데이터 저장 후 자시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며, 중간에 GPS가

끊기거나 전원 OFF되어도 자체 전원장치를 통해

시간을 유지하며, 시스템 복구가 되면 자동으로

모시계가 동기화하는 시스템입니다.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은 통합관제 시스템

설비로서 사고(Event) 발생 시 알람 상황 및 각종

공유 정보를 표출하고 CCTV와 같은 영상정보

화면을 동시에 표출하는 통합 상황 멀티미디어

표시 시스템으로서 정확한 식별과 종합적인 판단

및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여 영상 감식반의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효율적인 감시를 위한 대형

Display 시스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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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제

보안 Field-Security 지명원
사업분야

주차관제는 주차장이나 주차시설물에 각종

유도장치나, 제어 장치를 설치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및 사용자들의 안전한 차량 유도 및

관리를 위한 설비입니다. 입·출차 차량은 상호간의

안전운행과, 사용자가 편리하게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CCTV

CCTV는 화상 정보를 특정의 목적으로 특정의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가리키며 이것을

폐회로시스템, 즉 CCTV라고 부릅니다. CCTV는

화상의 송수신을 유선/무선으로 연결하며, 

수신대상 이외는 임의로 수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합니다. 

출입통제

출입통제는 사무실, 빌딩, 공장, 연구소 등 건물

내의 중요한 지역에 불필요한 출입을 제한하여

인명, 재산 및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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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Field-Construction of Communication 지명원
사업분야

방재실 장비설치 CATV 공사 CCTV 공사

전관방송 공사 원격검침 설비 조명제어 공사

주차관제 설비 출입통제 공사 세대단자함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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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Software 지명원

통합관리 S/W 주요기능

System Integration Jarvis
건물 내 개별 시스템들을 단일 S/W로

통합하여 관리(제어) 운영하는 시스템

주요기능

- 건물 단위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 통합 감시 화면에서 다른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감시/제어

- 건물 내 어느 지역에서든 시스템

접근을 통한 감시/제어

- 단위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에서

주요 정보관리 이중화

- 단위 시스템의 포인트에 대한

통합 DB 저장활용

- 3D 입체 모델링 맵핑

시설관리 S/W 주요기능

Facility Management System Jarvis

건물 내 시설물,장비,공구 등에 대한 정보를

S/W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시스템

주요기능

- 도면 및 자재 관리 - 설비정보 관리

- 작업 및 일지 관리 - 예방 점검 관리

- 자재 입/출고 관리 - 작업 일정표

- 순찰관리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설관리시스템 구현

- 시설관리 신개념 운영 기법

- 모바일을 활용한 순찰관리

- 무선통신환경 사용으로 현장에

실시간 처리

- TAG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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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안내 S/W Package

Hospital Information Jarvis

병원 의료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병원 특성에 맞게 필요한 화면을

커스터마이징하여 표출하는 시스템

ONE-STOP 진료안내

- 순번대기시스템

- 무인수납시스템

- 진료안내시스템

- 응급실안내시스템

- 약제실/검사실안내시스템

- 장례식안내시스템

기타 Server시스템 연동

- OCS/EMR병원시스템 연동

- 병원미디어 홍보 및 영상

- 주차안내시스템

- 건물 에너지 정보 안내

솔루션 Software 지명원

에너지관리 S/W 주요기능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Jarvis

건물 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관리시스템

주요기능

- 에너지 모니터링 관리

- 에너지 진단 관리

- 에너지 분석 관리

- 에너지 최적화 관리

- 설비 성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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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Software 지명원

빌딩안내 S/W Package

Building Information Jarvis
건물 내 정보를 KIOSK와 LFD모니터를

통해 컨텐츠를 운영하는 시스템

다양하고 편리한 편집기능

- 최대 12분할 화면 지원가능

- 전원제어 및 단말상태 모니터링

- 다양한 포멧 지원 (동영상, 이미지, 

PPT,  플래시 콘텐츠)

기타 Server시스템 연동

- 주식, 날씨, 뉴스 등

- 인터넷 기능

- 원격관리 기능

- TV 수신 기능

- 시스템 인터페이스: BEMS, 

소방, 주차관제

회의안내 S/W Package

Meeting Information Jarvis
회의실 사용자들이 사전 예약을 통해

원활한 사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편리한 사용자 기능

- 수동/자동 회의실 예약

- 실시간 예약 현황 표시

- 게시판의 공지사항 게시

- 사용 on-off 기능

시스템 연동

- 출입통제 시스템 연동

- 그룹웨어 시스템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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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Hardware 지명원

각종 광고, 홍보, 정보검색, 사내 방송 등 실시간으로

목적에 맞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디지털 이미지 제고, 

커뮤니케이션 개선, 신속한 정보전달 매체 확보. 

빌딩안내 Pakege Software는 Server기반 방송 시스템입니다.

학교, 쇼핑몰, 상황실,

전시관, 호텔, 병원,

기업, 극장 등

소형 키오스크 소형 키오스크

가로형 키오스크 안내 게시판

LFD 멀티비젼 E/V 승강기

세로형 키오스크

옥외형 키오스크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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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원

[상암/지역정보개발원] 에너지사용량 DID [원주/오크밸리] 빌딩안내 DID

[등촌동/CGV복합시설] 빌딩에너지정보 DID [기흥/IBK기업은행연수원] 회의안내 DID 

[매송/휴게소] 스마트미러 DID [경기도/이천의료원] 병원안내 DID 

[용산/아모레퍼시픽] 빌딩안내 DID [강남/푸르덴셜] 개인정보, 출입자사전등록 DID 

Display컨텐츠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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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K컨텐츠 Contents 지명원

[마곡/서울이대병원] 병원안내시스템 [인천/국제공항] 무인발급기시스템

[부산교육청] 태양광정보검색안내시스템 [판교/기업성장센터] 빌딩안내시스템

[강서/새마을금고IT센터] 빌딩안내시스템 [울산/대교전망대] 빌딩안내시스템

[여의도/교직원공제회] 빌딩안내시스템 [경기도청] 입차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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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원

[판교/기업성장센터] 통합SI시스템 [강원/하이원워터월드] 통합SI시스템

[여의도/나라키움] 통합SI시스템 [송도/컨벤시아] 통합SI시스템

[판교/기업지원허브] 통합SI시스템 [용인/기흥구청] 기계설비자동제어시스템

[구로구/소방서] BEMS시스템 [여의도/나라키움] FMS시스템

IBS컨텐츠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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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원

[생활정보] 2019년 연말정산 [생활정보] 환절기 화재 예방

[생활정보] 미세먼지마스크 [언어] 오늘의 명언

[건강] 손톱으로 알아보는 건강 상태 [건강] 손씻기 6단계

[뉴스정보] 헤드라인 뉴스 정보 [날씨정보] 주간날씨 정보

범용컨텐츠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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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사 Partners 지명원

네오비젼은 국내·외 최고의 기업과 다양하고 폭 넓은

Project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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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사 Partners 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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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명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비고

㈜포스코건설
제주 해군기지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15년

㈜에스원
창원대학교생활관신축공사통합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15년

㈜에스원
제주 국세청연수원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15년

㈜광해관리공단
원주 광해관리시스템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15년

㈜현대산업개발
송도 글로벌대학교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15년

㈜엠에스텔레콤
상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16년

㈜계룡건설
과천/김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16년

㈜엠알엔지니어링
강남순환고속도로 5, 6, 7공구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16년

㈜미소건영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관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17년

㈜한국시네텍
일원 지하철역사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17년

㈜캐스트윈
판교 기업지원허브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17년

㈜에스원
판교 기업성장센터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17년

㈜캐스트윈
송도 컨벤시아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17년

㈜서해종합건설
강릉 세인트존스호텔
통합SI, BEMS시스템 구축

2017년

㈜캐스트윈
판교 알파돔 6-3블럭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17년

㈜효성ITX
회현역 복합시설
통합SI, FMS, BEMS시스템 구축

2017년

㈜효성ITX
미사 택지개발지구2BL복합시설
통합SI시스템 구축

2017년

㈜LG CNS
LG이노텍평택공장
FMS시스템 구축

2018년

㈜DB INC
마포 우체국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18년

㈜나성산업개발
영종도 RBG호텔
통합SI시스템 구축

2018년

㈜코오롱글로벌
마곡 FITI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18년

실적현황 Result Status

IBS시스템 구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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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명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비고

㈜에스원
강남 푸르덴셜
개인정보동의, 출입자사전예약등록
시스템 구축

2018년

㈜현대오토에버
여의도 나라키움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18년

㈜효성 ITX
하남 미사효성해링턴
통합SI시스템 구축

2018년

㈜동부건설
강원 하이원워터랜드
통합SI, BEMS시스템 구축

2018년

㈜LH공사
청주 LH충북사옥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18년

㈜효성 ITX
미사 효성해링턴레이크파크
통합SI시스템 구축

2018년

㈜동부건설
부산 다이소허브센터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18년

㈜계룡건설
경기도 이천의료원
통합SI, FMS시스템 구축

2018년

㈜구로소방서
구로구 소방서
BEMS시스템 구축

2018년

㈜LG CNS
울산 DGIST/UNIST스포츠센터
회원관리시스템 구축

2019년

㈜에스원
경기도 루트로닉
출입자사전예약등록시스템 구축

2019년

실적현황 Result Status

IBS시스템 구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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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명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비고

㈜원주오크밸리
원주 오크밸리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5년

㈜코맥스
창원 삼성의료원
병원안내, 전기시계시스템 구축

2015년

㈜코맥스
마포 푸르매어린이병원
병원안내시스템 구축

2015년

㈜코맥스
전남 대화순병원
병원안내, 전기시계시스템 구축

2015년

㈜코맥스
이대목동병원
병원안내, 전기시계시스템 구축

2015년

㈜에스원
마산의료원
병원안내시스템 구축

2016년

㈜대림산업
제주 신화역사공원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6년

㈜에스원
전북대학교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6년

㈜신화
제주 공무원연금공단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6년

㈜포스코ICT
인천 로봇랜드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6년

㈜포스코건설
제주 해군기지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6년

㈜현대건설
용산 아모레퍼시픽신사옥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6년

㈜계룡건설
과천/김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6년

㈜에스원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관
빌딩안내, 회의안내시스템 구축

2017년

㈜SK건설
판교 알파돔6-3블럭
빌딩안내시스템, 주차관제 외

2017년

㈜코오롱건설
마곡 코오롱미래기술원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7년

㈜메가시스템
구리 국군병원
표시설비시스템 구축

2017년

㈜포스코건설
송도 컨벤시아
빌딩안내, 전기시계 시스템 구축

2017년

㈜인천공항
인천 공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2017년

실적현황 Result Status

건물안내시스템 구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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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명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비고

㈜계룡건설
논산 국방대학교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7년

㈜계룡건설
일산 EBS
빌딩안내, 전기시계시스템 구축

2017년

㈜포스코건설
판교 기업지원허브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7년

㈜에스원
판교 기업성장센터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7년

㈜SY시스템
강릉 세인트호텔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7년

㈜도가테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7년

㈜메가시스템
강남 어린이병원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17년

㈜현대산업개발
제주 시리우스호텔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7년

㈜상당구청
청주 상당구청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7년

㈜대림산업
문래동 영시티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7년

㈜HDC
아이콘트롤스

송파 한국체육대학교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7년

㈜일조텔레콤
시흥 휴게소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7년

㈜전쟁기념관
용산 전쟁기념관UN실
국가영웅정보검색시스템 구축

2017년

㈜에스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7년

㈜계룡건설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병원안내시스템 구축

2018년

㈜현대건설
용산 아모레퍼시픽
빌딩안내, 회의안내시스템 구축

2018년

㈜동부건설
수원 건강관리협회
병원안내시스템 구축

2018년

㈜한화생명
용인 한화생명
회의안내시스템 구축

2018년

㈜HDC
아이콘트롤스

홍천 블루마운틴
빌딩안내, 회의안내시스템 구축

2018년

실적현황 Result Status

건물안내시스템 구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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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명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비고

㈜강원랜드
강원 하이원워터월드
무인티켓발권KIOSK시스템 구축

2018년

㈜HDC
아이콘트롤스

삼성동 HOLDCO
회의안내시스템 구축

2018년

㈜부안군청
전북 부안군청
옥외용KIOSK정보시스템 구축

2018년

㈜계룡건설
충남 공주대학교/한밭대학교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8년

㈜부산교육청
부산대학교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8년

㈜OTC
테크놀로지

강서 새마을금고IT센터
빌딩안내, 모니터안내시스템
구축

2018년

㈜KCC건설
여의도 나이스사옥
회의안내시스템 구축

2018년

㈜대림산업
경기도 삼송E편한세상시티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8년

㈜부산교육청
부산 교육청
태양광정보검색 KIOSK 구축

2018년

㈜에스원
등촌동 CGV복합시설
건물에너지정보안내시스템 구축

2018년

㈜LH공사
청주 LH충북사옥
빌딩안내시스템 구축

2018년

㈜대림산업
마곡 이대서울병원
병원안내시스템 구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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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현황 Result Status

건물안내시스템 구축 외



(주) 네오비젼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W동 1709호 (당산동4가, SK V1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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