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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아이네임즈는 대한민국 최초의 .kr 도메인 공식 사업자 입니다.

1.

아이네임즈는 국내/국제 도메인 공인등록회사이며, 대한민국 130만 도메인 중 20%이상을
등록 관리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도메인 등록회사 입니다.

2.

아이네임즈는 국내외에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gTLD(국제도메인) 및 ccTLD(국가도메인)
네임서버 구축 및 운영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인터넷 경쟁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아이네임즈는 도메인, 웹호스팅, 보안인증, 그룹웨어, 홈페이지 제작, 모바일 초대장 달팽 등 고객의 접점
에서 고객의 Needs에 맞는 다양한 e-Business Total Service & Solution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아이네임즈는 개발도상 국가의 정보격차해소 지원, 소년소녀 가장 후원, 북한 어린이 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관련 8회 수상 (2006~2013)

1

회사현황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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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CI

회사소개
회사명

㈜아이네임즈

대표이사

김태제

설립일

2001년 4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214-86-80418

부가통신사업신고번호

5279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송파-1602호

연락처

전화 : 02-559-1004 / 팩스 : 02-559-1003

주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13층 동관 1301호

홈페이지

www.inames.co.kr / www.icert.co.kr / dalpeng.com

주요사업

도메인, 웹 호스팅, 보안인증 SSL, 메일ᆞ그룹웨어
IDCᆞ서버 호스팅, 홈페이지제작, 반응형 모바일 초대장 ‘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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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CEO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아이네임즈 대표이사 김태제 입니다.
먼저 아이네임즈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 동안 아이네임즈는 고객님의 성원에 힘입어 도메인 시장에서 인지도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두 그룹을 지켜가고 있음은 물론, e-Business Service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Non-Stop / All in One 기반의 e-Business Total Service & Solution 구축을 통하여
역동적인 21세기의 미래사업 분야에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크기에 따라 세상의 변화에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지 생각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스스로 변화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이네임즈는 그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로 인해 얻어진 모든 것을 세상과 함께 나누기 위해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아이네임즈는 앞으로 e-Biz 토탈 서비스 분야의 Leading Service & Technical Solution Provider를 목표로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인터넷 인프라 구축 및 기술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아이네임즈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이네임즈 대표이사

김 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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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6 ~ 2015
2016 .10
.09

호스팅 업체 팔공포트 사업권 인수
GMO Registry(.shop) 등록 서비스 오픈

호스팅 워드프레스 유료테마 무료제공 개시
.08

.닷컴 / .닷넷 등록 서비스 오픈

.06

호스팅 자동백업 신청서비스 오픈

.05

스마트빌더 서비스 오픈

.03

홈페이지가치평가 서비스 오픈
리눅스 호스팅 사양 확대 시행

2015 .12

달팽 모바일 초대장 행사 카테고리 추가

.11

.COM/.NET 예약등록 서비스 오픈

.09

싸이팩(www.cypack.com) 전면 개편
보안인증(www.icert.co.kr) 독립사이트 오픈

.08

아이네임즈 홈페이지 리뉴얼

.07

폼메일 호스팅 서비스 런칭

.06

아이네임즈 ‘2015 대한민국 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대상 2년 연속 수상

.05

달팽 모바일 초대장 돌잔치 카테고리 추가

.04

Wildwestdomains.KR 업무협약 체결
Godaddy.KR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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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4 ~ 2012
2014 .09

모바일 초대장 솔루션 ‘달팽’ 오픈

.07

아이네임즈 ‘2014 대한민국 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대상 수상

.03

아이네임즈 그룹웨어 상품출시 및 홈페이지 리뉴얼

.02

새로운 국제도메인(New gTLD) 오픈

2013 .12

도메인 하반기 히트상품(디지털타임즈) 선정

.09

포브스 사회공헌 대상(Forbes CSR Award)’ 수상, *사회공헌 관련 8회 수상(2006~2013)

.05

인도 ‘불가촉천민 교육사업’ 지원(로터스월드 기부)

.03

.pw 도메인 실시간 등록 오픈

2012 .12

기업형 웹메일 서비스 iMAIL 4.0 개발

.11

IDC센터 서초 KIDC로 이전

.10

사회공헌 기업대상 6년 연속 수상

.01

미얀마 식수 지원 사업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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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1 ~ 2009
2011 .10

올해의 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한글. 한국 실시간 등록 개시

.09

사회공헌기업 대상 5년 연속 수상, 명예의 전당 헌액

.01

웹호스팅 업체 엔클릭 인수

2010 .10

올해의 브랜드 대상 4년 연속 수상
웹호스팅 전문 업체 뉴마이웹 인수

.01

리눅스 호스팅 전문 업체 호스트헤라 인수
다우기술과 업무협의를 통한 모바일 서비스 도입

2009 .11

KCB와 실명확인 서비스 오픈
웹호스팅 업체 넷베이스 인수
허븡앤클러스터 스튜디오와 inames OVS 서비스 오픈
사회공헌 기업 대상 3년 연속 수상

.09

이미지 호스팅, 무료쇼핑몰 3.0 오픈
비즈메일러와 이메일 마케팅 분석서비스 오픈

.07

블로그 호스팅, DB 호스팅, VPS 호스팅 서비스 오픈

.05

IP Mirror와 게약을 통한 세계국가도메인(ccTLD) 확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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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9 ~ 2007
2009 .05

리세일러 서비스 전면 개편
아이네임즈 쇼핑몰 서비스 아이몰3.0 오픈

.04

웹호스팅, 웹메일 호스팅 서비스 개편

.03

더존과 업무협의를 통한 그룹웨어 ASP 도입
미디어 1636과 MOU 체결을 통한 1636 서비스 도입

.02

2008 .11

한국정보인증과 업무협의를 통한 보안인증서 확대 도입
후지쯔와 OU를 통한 자체 IDC 센터 건립
.TEL 도메인 공식등록기관으로 승인

.07

CJ시스템즈와 MOU를 통한 UCC 호스팅 서비스 오픈

.06

.ME 도메인 공식등록기관으로 승인

.05

빅스호스팅 인수로 사업 영역 및 규모 확장

.02

누리호스팅(㈜엘피씨에스) 웹 호스팅 사업 인수

.01

서비스 만족대상 2년 연속 수상

2007 .04

기술혁신경영대상 3년 연속 수상

메일 호스팅 서비스 전면 개편
.01

(사) 김태제 대표이사 한국인터넷호스팅협회 이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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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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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6 ~ 2001
2006 .09
.08

2005 .12
.03

2004 .08

.02

2003 .07

2단계 영문 .kr 서비스 오픈
마이크로소프트 최우수 공인파트너 선정(MGOP)
도메인 및 호스팅 업계 최초 TV 광고 런칭
Kr 도메인공인기업협회초대 회장사 선입
마케팅 플랫폼의 도메인 등록 관리 시스템 오픈
보안인증 서비스 사이트 오픈
VeriSign Japan과 서버인증서 판매를 위한 파트너 프로그램 협약 체결

.02

기업 도메인 관리 서비스 개시

2002 .08

공인 kr 도메인 사업자로 선정

.05

웹호스팅 서비스 개시

.04

ICANN으로부터 Registrar 공식승인 (.com / .net / .org)

2001 .05
.04

KRIC와 업무 협력 협약 체결 및 도메인 등록 업무 위탁 사업 개시
㈜아이네임즈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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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CEO인사말

연혁

CI

CI (Corporate Identity)

(주)아이네임즈 심볼마크의 형상은 인터넷 세상과 아이네임즈의 사업영역을 조화시켜 아이네임즈 첫 글자인 i 와
Internet의 첫 글자인 i 를 사람 형상으로 그래픽화 하였습니다.

정열과 도전으로 상징되는 Red로 표현한 큰 원은 On-Line 이라는 거대한 세상을 나타내고,
그 원 속에 인간형상의 i 를 중심에 배치하여 인터넷 세상과 인간과의 조화를 바라는 아이네임즈의 기업이상을 담았습니다.
보조칼라인 Light Gray를 그림자 형태로 표현한 뒤쪽의 원은 아이네임즈를 통하는 모든 고객의 그림자와 같은
최고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고객제일주의와 고객만족경영의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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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사업추진방향 도메인 웹호스팅 보안인증 SSL 메일ᆞ 그룹웨어 IDC 홈페이지제작 달팽

사업추진 방향

아이네임즈는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의 개척자로서
대한민국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All in One Service
Application System
Non-Stop Service
E-biz Service
도메인, 호스팅, 보안인증, 홈페이지 제작,

E-Business Total Service
&
Solution Provider

서비스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지원
(전자결재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내역 및 매출 관리 등)

모바일 초대장 달팽 등 e-Biz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인터넷 서비스 지원

Win-Win Service
B2C, B2B Program
수익모델, 프로모션, 마케팅 및 교육, 컨설팅 지원
iDMS, iPMS, iAP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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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사업추진방향 도메인 웹호스팅 보안인증 SSL 메일ᆞ 그룹웨어 IDC 홈페이지제작 달팽

도메인

35만개에 달하는 도메인 관리 노하우는
대한민국 대표 도메인 등록 회사 아이네임즈의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KR 도메인 공식 사업자

• 국내 KR 도메인 25만개 등록 관리
• 공공기관, 교육기관 도메인 국내 최다 보유
• 10년 연속 ICANN(국제 인터넷 주소관리 기구) 인증 기업

• 365일 24시간 고객 지원

고품질 도메인 서비스

• 오라클 DB, IBM/Dell 장비 등 최신 장비 서버 사용
• SEDO, Key System, IP Mirror 등 해외 도메인 업체와 협력

• 무료 도메인 파킹, 포워딩, 네임, 도메인 잠금, 웹메일 서비스

다양한 부가 서비스

• 관리 도메인의 만기일 맞춤 서비스 운영
• 스마트폰 전용 홈페이지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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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사업추진방향 도메인 웹호스팅 보안인증 SSL 메일ᆞ 그룹웨어 IDC 홈페이지제작 달팽

기업 도메인

도메인을 잘아는 기업 아이네임즈가
기업의 도메인 브랜드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 만기일 연장, 정보변경, 기관이전 등 도메인 관리 대행

도메인 대행 관리

• 기업 및 기관 고객만을 위한 도메인 전문 관리 툴 iDMS 운영
• 월별, 분기별 다양한 정산 제도 운영

• 계열사 도메인 통합관리(타사 등록 도메인 포함)

맞춤형 부가 서비스

• 쉽고 빠르게 기업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QR 코드 제공
• WINC 주소 및 인터넷 키워드 대행 관리

• 기업 온라인 브랜드 운영, 침해 현황 리포트

도메인 분쟁, 컨설팅

• 필요 도메인 회수, 방어, 구매 , 판매대행
• 도메인 분쟁 처리 관련 컨설팅
• TLD 이용한 기업 도메인 네임 컨설팅 ex) Shoppingmall.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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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메인 고객

특히 대기업과 정부 및 교육기관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아이네임즈 도메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교육기관

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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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호스팅

인터넷 비즈니스를 쉽고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백본망(Giga급)에 직접 연결한 초고속 호스팅 서비스

리눅스/윈도우/윈도우.net

•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와 직관적인 메뉴로 구성
• 전문가로 구성된 서버 관리팀이 24시간 364일 모니터링하여 최고의 안정성과 보안 제공

• 별도의 이미지 호스팅 서버 운영으로 트래픽 집중을 사전에 방지

이미지 호스팅

• 안정적인 사이트 운영을 도모하는 이미지 링크 전용 호스팅 서비스

• 트래픽, 하드 용량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스트리밍 호스팅

DB 호스팅

폼메일 호스팅

• 윈도우 스트리밍, 플래시 스트리밍 형태의 서비스 지원
• 업체 최고의 NAS 스토리지 사용, 충분한 트래픽과 하드용량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 구성

• 한 개 이상 DB 사용하는 고객과 기종(Windows, Linux)간 호환이 필요한 고객

• MySQL4.0 / MySQL5.0 / MSSQL 2000 / MSSQL 2005 지원

• 폼메일로 수신된 내용을 데이터로 저장 및 다운로드
• 수신 알람기능 및 수신 리스트 관리, 첨부파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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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인증 SSL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지켜드립니다.
• 개인정보 및 전자상거래 완벽 보호

보안서버인증서(SSL)

• 세계적인 보안인증 서비스인 VeriSign, thawte, Globalsign, Comodo 인증서
• 국내 최다 보안서버 인증서 보유

응용프로그램인증서

공인인증서

i-Pin 서비스

• 온라인 상의 응용프로그램이 Active X, JAVA Applet 등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인증서(디지털 서명)
• 가장 검증된 인증서인 VeriSign Codesign, Thawte Programsign, GlobalSign Codesigning 를 지원

•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한 대표 인증서 대표 브랜드인 '한국전자인증' 제품
• 공공분야, 금융분야, 전자상거래분야 등에 폭 넓게 사용중

• 정보 주관 주민등록번호 대체 서비스
•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 중복가입 정보 체크 및 데이터 암호화로 강력한 보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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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ᆞ그룹웨어(iOffice)

웹메일 기반으로 협업에 꼭 필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강력한 스팸필터, 안정적 iMail 4.0 기반

웹메일(기본기능)

• 게시판, 조직도/주소록, 일정관리 등 인트라넷 기능 지원
• 대용량 웹하드 GUEST 로그인 기능지원

•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업무결재 가능

전자결재

• 결재문서 알림, 부재중 대결/후결 지원
• 기본 업무양식 제공, 회사양식, 개인양식 설정 사용가능

• 단문/장문/포토 메시지 기능, 메시지 관리함 지원

SMS 메시지

• 개인 및 공용 주소록과 연동된 CRM 메시지 기능
• 업체 및 고객관리가 가능한 대량 발송기능 제공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에 따른 신속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전자문서)

• 거래처 및 품목의 대량등록/국세청전송/보안메일 전송
• 거래명세서, 입금표, 영수증, 견적서 무료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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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ᆞ서버 호스팅

최고의 속도와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기가급 인터넷 백본망에 직접 연결하여 24시간 내내 최고의 속도 보장

서버 호스팅

• 인프라 설비를 이중화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접근성이 뛰어나 방문이 용이한 가산 디지털밸리 IDC 센터

가상서버 호스팅

코로케이션/위탁관리 대행

• 하나의 시스템에 CPU, 메모리, 디스크 공간을 분할하여 독립된 시스템으로 인식, 고객에게 독립된 공간 제공
• 하드웨어 성능의 급속한 향승으로 사용하지 않는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는 최신 가상 서버 기술

• 고객 소유의 서버나 장비를 위탁, 관리하는 서비스
• 회선, 상면 등을 직접 선택하여 자체 전산실 구축 대비 비용 절감 효과 극대화

• 고객의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보안 서비스 제공

보안 서비스

• 고객 요구사항에 대해 빠른 서비스 지원 및 SLA에 의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유지보수 및 장애에 대한 상황별 대응 체계 시스템 구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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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Creative한 제작에서 저렴한 탬플릿 그리고 편리한 유지보수
• 고객의 이비지니스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사이트 개발 및 방법론 제공

홈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

• 웹 표준화, 반응형 웹사이트, 웹접근성 강화
• 자영업자, 중소기업 홈페이지부터 기관, 단체, 대기업 홈페이지까지 제작

• 일주일이면 가장 빠르고 저렴한 홈페이지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템플릿 사이트 제작

• 제작 비용 부담되는 고객을 타겟팅한 제작 방식
• 다양한 컨셉과 디자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 사이트 선택하여 의뢰

유지보수 서비스

• 합리적인 비용으로 개발자, 디자이너 없이 홈페이지 운영가능
• 이벤트 등 단기 운영 페이지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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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 모바일 초대장 솔루션 ‘달팽’

사용자는 물론 전문 사업자를 위한 모바일 초대장 제작 솔루션
• PC, 태블릿, 모바일 등 모든 디바이스에 자동 최적화돼 노출되는 반응형 모바일 초대장

모바일 초대장

• 퀄리티 높은 감성 스킨, 언제든 수정, 누구나 쉽게 제작 할 수 있는 초대장 제작 솔루션
• 초대장 체험 가능한 ‘무료형’ 서비스 제공으로 높은 고객 만족도

비즈니스 서비스

초대장 생성 솔루션 제작

• 사업자를 위한 합리적인 단가의 이용권 구매 가능한 모바일 초대장 비즈니스 전용 서비스
• 전용 스킨, 추가 사용기간과 넉넉한 이용기간 등 사업자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 제공

• 꾸준히 초대장 생성이 필요한 전문 사업자를 위한 초대장 솔루션 제작 서비스
• 사업자 자체 도메인에 초대장 솔루션 및 전용 스킨 제작(커스터마이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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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최적화된 온라인 비즈니스를 제공합니다.

기술파트너

제휴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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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활동
아이네임즈는 작지만 나눔이 필요한 곳에서는 큰 회사입니다.
2016

더프라미스와 속초 한마음장학회 교육기금 전달

2013

인도 불가촉천민의 교육사업 지원

2012

치타공 산악지대 기술교육 프로그램 후원
지구촌공생회를 통해 미얀마 식수지원 사업 후원

2011

2011 북한 어린이 돕기 밀가루 60톤 지원

2010

아이티 강진 피해주민 거주용 텐트 지원

2009

참여불교재가연대 Mangesh 활동기금 지원
방글라데시 치타공 지역 IT 인프라 구축

2008

세이브더칠드런 조손 가정 정보화 지원
수서종합복지관 장애인 물품 후원

2007

불교아카데미 <사랑의 교복 나누기> 교복비 지원
녹색소비자연대 기부금 전달

2006

영구임대아파트 1,500세대 식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겨울나기 식품지원

2005

영등포 지역 노숙인 대상 물품지원
2005 INEB 지원금 미화 1만 달러 전달
몽골 국제청소년캠프 소년소녀가장 참가비 지원

2004

적십자사 후원을 통한 북한 용천어린이 돕기 성금
경기불교문화원 건립 자금지원

2003

인도 나그푸르 불가촉천민 여성개발센터 기금 지원
인도 비하르주 둥게스와리 인근 10개 마을 우물개발비 지원

2002

티베트 난민 캠프 및 TCV(Tibet Children Village) 아동 지원

21

H www.inames.co.kr

A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13층 동관 1301호

T 02-559-1004

F

02-559-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