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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정보

기업 정보

동의대학교 조기취업형계약학과

모집학과

복리후생 4대보험

기타사항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모집 분야

구분 모집부분 업무내용 우대조건 인원(명)

1 스마트팩토리 관련 ICT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1명

(주) 늘푸른정보기술기업명

주소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1702/1703호

전산기기 및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매출 : 85억, 종업원 : 20명

사업영역

설립일자 1999년 01월

대표이사 원덕희 홈페이지 https://www.nprit.co.kr

00명

회사 내규에 따름연봉

모집인원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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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혁 및 수상실적

기업개요

㈜늘푸른정보기술은 고객중심의 비즈니스 정신을 바탕으로 1999년 설립 이후 현재까

지 국내는 물론 해외법인 고객사에 IT컨설팅, IT인프라 구축, SW개발(ERP, PCC, SAP, CBD

등) 통합유지보수등 다양한 경험에서 축적된 핵심기술과 노하우로 최상의 서비스만을 제

공하여 어느덧 업계 선두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늘푸른정보기술은 지역 선두기업에 걸맞는 책임감과 리더쉽으로 늘 고객입장에서 생

각하는 IT사업군과 지역 모범기업으로 진일보하였습니다. ㈜늘푸른정보기술은 더불어 살

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현하는 사회공헌 기업으로 거

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원 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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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및 기술인력 현황

주요 고객사

대표이사

경상남도
립양산
노인전문
병원

금정형주
요양병원

부산시
노인전
문 제1
병원

시립창
원요양
병원

한국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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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1)

AI 기반 인프라 컨설팅
ㆍAI 기반 스토리지 Primera
ㆍGreenlake 서비스

SW 연계 인프라 컨설팅
ㆍSDDC 컨설팅
ㆍSDN 컨설팅
ㆍ가상화 시스템 컨설팅

데이터 시스템 컨설팅
ㆍ클라우드 시스템 컨설팅
ㆍ백업 시스템 컨설팅

데이터 운영관리 컨설팅
ㆍData Migration 컨설팅
ㆍ통합모니터링 컨설팅

IoT 최신기술을 접목한 HPE Primera, HPE Greenlake 서비스 등
을 고객의 시스템에 적용하여 가동률 극대화/생산성 향상/사고
비용절감/
통합관리 등을 통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 합니다.

가상화 구축을 통해 신속한 자원 제공 및 백업, 보안강화, 장애
고립, 높은 운영 효율화 등으로 안정적이고 유연한 업무 인프라
를 제공합니다.

현 데이터 시스템의 수준평가 및 향후 방향 등 실제 컨설팅 경
험을 토로 안정적인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구축 계획 및 전략
을 제공 합니다.

제조사 및 협력사와의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신속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업무 연속성 보장 및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보시스템의 신뢰성 제고 합니다.

• 고객의 니즈에 맞춰 안정적인 ICT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문화된 솔루션을 제안

드립니다.

• ICT 전문가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서비스연속성/운영능력고도화/경제성을 고려한 컨

설팅을 제공 합니다.

HW/SW 
• 성능 및 용량관리
• 비상시 긴급복구 업무
지원

• 경험 기반의 선제적 시
스템 개선활동 수행

Network, 보안
• 현 네트워크, 보안 운영
현황 분석 및 체계적 유
지관리

• 방법론에 의한 취약점
분석 및 개선

• 다양한 유지관리 / 운영 노하
우 접목을 통한 통합관리 서
비스 고도화 실현

• 시스템 운영 / 관리 매뉴얼
현행화 및 지속적인 업데이
트 수행

장애처리 및 예방
• 정기점검 등을 통한 장애요
인 차단

•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
• 시스템 오류 및 장애 최소화

전산자원 통합관리

통합유지
보수 서비

스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한 서비스 품질 강화

선제적 장애 예방을 위한 예방 점검 및 신속한 장애 복
구 지원
전문가 중심의 본 사업에 특화된 운영지원 인
력 활용

• 유사 사업 수행 경험 기반의 준비된 구축전문가 및 엔지니어를 투입하여 안정적인 서비

스를 제공 합니다.

• 제조사 및 협력사와 파트너 계약 체결을 통해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기술지원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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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2)

업종 및 기업의 수준과 역량에 맞춰 ICT기반으로 생산 시스템의 최적화를 구현합니다.

생산과정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공정이 최적화 됩니다.

고객 요구 대응, 환경 적응성을 높인 유연한 생산 체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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