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게이트 회사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시스템게이트의 지금까지에 관한 주요 연혁을 소개합니다.

시스템게이트의 역할 및 조직도를 소개합니다.

시스템게이트의 핵심 사업 및 주요 사업을 소개합니다.

시스템게이트의 현재까지의 사업 실적을 소개합니다.



시스템게이트㈜는 연구관리 및 국가R&D사업∙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전문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내 최다 국가 사업관리 전담기관의 사업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성공사례 보유

 NTIS(국가R&D사업관리시스템) 다년간 구축 경험 보유

 전문적인 국가 사업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인력 보유

 안정적이며 최적의 국가 R&D사업 및 성과관리시스템솔루션 보유

다수의 국가 사업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

현재 시점의 규정 및 처리절차를 뛰어  넘어 향후 확장 및 변경 가능성을 고려

 최신 기술을 활용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Multi-Tier 아키텍처 적용

운영 중 발생하는 예외사항 및 에러 등의 처리경험을 토대로 한 최적의 운영환경을 고려한 구축

전주기 사업관리 프로세스에 대응하는  유연한 시스템 환경 구축

실제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에서의 테스트 능력 보유

풍부한 구축경험 및

솔루션 보유

업무분석 및 시스템

설계 능력 보유

다년간 국가 사업 및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경험을 반영한 구축



시스템게이트(주)는 1998년 설립이래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오직 한길만 

걸어왔으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연구재단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 및 공공기관의 사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시스템게이트(주)

성인현

국가 사업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PMS (Project Management System), 

MBO (Management By Objective)

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림로 51 시스템게이트(주) 빌딩 3~4층 

지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79 윈드스톤빌딩 15층

(042) 472-9123, FAX (042) 472-9125

1998년 11월

대표자

회사명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회사설립 년도



1998

- 시스템게이트(주)설립

- 연구관리 및 지식관리시스템 

  개발사업 착수

- PCDOCS/Fulcrum 총판 계약

- 정보통신부 SI사업인가

- 병역특례업체 지정(병무청)

-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사업자 선정

- 한국통신 IMT2000 컨소시업 업체 선정

- Project Management system 사업 착수

- Management By Objective system 사업 착수

- 서울사무소(서울시 서초구 양재동)개소

- Project Management system 사업 착수

- Management By Objective system 사업 착수

- HWP2XML 기반의 문서변환 솔루션

  "EDMC for Web"출시

- 인포메티카 코리아 협력업체 게약

  (데이터 통합 솔루션)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사업착수

- 중소기업형 R&D PMS 서비스 사업착수

- 해외쇼핑몰 사업착수

- HWP 편집환경의 "EDMC for Client"출시

- BPM 기반의 표준형 연구관리 솔루션

  "R&D Portal"출시

- 본사이전 (대전 유성구 장동 대덕밸리)

- 시스템게이트(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1999

2000

2001

2005

2006

2012

2014

2002

2003

2007

2008

- 대전사옥준공 및 본사이전

- 기술부설연구소 이전

2017



시스템게이트㈜는 전문화된 연구/개발영역과 지원분야에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Know-How와 기술을 쌓아왔으며, 전체 인력 대비 약 90%의 우수 연구 및 개발인력과 기술지원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스템게이트㈜는 국가 사업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전문기업으로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프로젝트관리시스템, 

목표관리시스템 등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평가체계 관련 컨설팅

사업관리체계 관련 컨설팅

기금관리체계 관련 컨설팅

성과관리체계 관련 컨설팅

프로젝트관리체계 관련 컨설팅

국가R&D사업관리시스템(NTIS),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KORDI), 국가연구개발 사업 종합성과관리시스템, 

국내 최초 전자평가시스템, 국내최초 전자협약시스템, 국가R&D 기금관리시스템,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구축 등

국내 최다 국가R&D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성공사례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연구수행관리를 위한 프로젝트관리시스템 개발, 목표관리 시스템 개발

HWP2XML, XML2DB : 실시간 HWP파일(과제신청서 파일)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출하여 DB에  입력하는 기술보유

Framework기술 : JAVA 기술을 활용하여 J2EE 환경에서의 CBD를 위한 표준 MVC Model II를 지원하는 Framework기술

개발방법론(Marmi-III) : 향후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CBD 환경에서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마르미-III 기술전수 및 

교육에 의한 정식 보유 (ETRI로부터 기술이전)

OA 연동기술 : Web으로 개발된 업무시스템과 HWP, MS-Word, Excel 등과 같은 OA 도구를 연동하는 기술 보유

기타 : NTIS연동, 연구비Card 시스템 연동, 예산/회계시스템 연동, 전자결제 연동 등 각종 연동기술 보유



시스템게이트㈜는 지난 16년간 약 100여건 이상의 공공기관 연구관리 관련 사업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수주 규모  약 400억원 이상에 이르는 국내 최다 사업관리시스템 구축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6년~

2017년도 정보R&D 기획/관리 지원서비스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및 ERP 정보연계를 위한 기능개선 용역

2017년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관리 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내 정보서비스 운영/유지관리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질병관리본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년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2016년 기금사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산학연 통합정보망(e-Cluster) 시스템 개선 및 기능강화

2016년 KCA 기금관리 및 사업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3차년도)

2016년도 R&D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016년도 정부R&D 기획/관리 지원서비스 구축2016년도 정부R&D 기획/관리 지원서비스 구축

16년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관리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년도별 사 업 기 간 발 주 처



2017년~

2014년~

2015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관리 사업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서비스 구축

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고도화 사업(2차년도)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질병관리본부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관리 사업

BK21플러스사업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관리

IITP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기반구축 사업

사업관리시스템 통합운영을 위한 기능개선 및 데이터이관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서비스 구축

사업관리시스템 통합운영을 위한 기능개선 및 데이터이관사업관리시스템 통합운영을 위한 기능개선 및 데이터이관

방송통신발전기금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사업

질병관리본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3년~

결핵정보통합관리 신고관리 재정비 사업

13년 방송통신발전기금관리시스템 구축

표준사업관리시스템 구축 고도화

NTIS 연계범위 확대를 위한 SMART 개선

대한결핵협회결핵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년도별 사 업 기 간 발 주 처



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림로 51 시스템게이트(주) 빌딩 3~4층

TEL : 02-571-4173 , Fax : 02-571-4174

TEL : 042-472-9123 , Fax : 042-472-9125

지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79 윈드스톤빌딩 1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