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7월

이석우

약 230 명 (연구 개발 및 기술 인력 130명)

대한민국, 서울

Tokyo, Houston, Singapore

Taiwan, Thailand, UAE, Malaysia, Indonesia, Italy, Ukraine

암호화/웹보안/인증보안 등 기업정보보안,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정부, 공공, 기업, 교육, 금융 등 분야 4,000여 고객사 보유

암호 플랫폼 D’Amo

지능형 웹방화벽 WAPPLES

인증 플랫폼 ISign+

사물인터넷 및 블록체인 사업 P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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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Web Security

Data Encryption

IoT CACar Security

IoT Security

Product Lineup Product LineupProduct Lineup

Penta IoT Security

기업정보보안 + 사물인터넷 보안 + 블록체인

기업정보보안 사물인터넷 보안 블록체인

현재 사업 기반 미래 사업 기반 미래 시장 개척

• 국내 1위 + 아시아-태평양 1위

• 기업정보보안 시장 절대적 우위

• 자동차에서 인프라까지 교통보안 토탈 솔루션

• 스마트팩토리 등 산업분야별 IoT 보안 플랫폼

• 데이터 공유 블록체인 플랫폼

• 지갑에서 거래소까지 DeFi(Decentralized Finance)

교통 보안 + 사물인터넷 보안 데이터 블록체인 + 블록체인 금융데이터 암호화 + 웹 보안 + 인증 보안

Data Blockchain

DeFi

Crypto Wallet



3

국내 최초 클라우드 WAF 서비스 개발

국내 최초 자동차 보안 솔루션 개발

Public Key Infrastructure

Intrusion Detection System

DB Encryption

From Network to Application Level

Web Application Firewall

Data Encryption

Cloud Computing Support

Access Management

Integrated Encryption Platform

WAF for Cloud Service

Authentication Platform

OSS DB
Encryption

Security-as-a-Service
Blockchain

Cloud Security

Cloud

Cloud

DeFi

Crypto Wallet

보유 기술 제품화 및 국내시장 지배

펜타보안기술연구소 설립

블록체인

일본 법인 설립

미국 법인 설립

클라우드브릭 독립

세계 최초 특성유지암호화 데이터 보안기술 개발

세계 최초 오픈소스 DB 암호화 제품 개발

세계 최초 쿼리변환장치 이용
DB 암호화 기술 개발

외교부 전자문서 유통 160개국 DB 암호화

국내 최초 지능형 웹방화벽 제품 개발

국내 최초 인덱스 컬럼 암호화 개발

국내 최초 DB 암호화 제품 개발

대한민국 정부 전자서명인증체계 구축

국내 최초 KCDSA 전자서명 시스템 개발

국내 최초 RFC 2510 기반 공개키 제품 개발

법인 설립

기술 기반 확보 및 사업 본격화 세계시장 진출 클라우드 보안

IoT 융합보안연구소 설립

IoT 보안

펜타블록체인연구소 설립

Web Access Management & Secure SSO Appliance

1997년 설립 1세대 정보보안 전문기업

Data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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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국내 최초

쿼리변환장치 이용
DB 암호화 기술 개발

특성유지 암호화
데이터 보안기술 개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용
암호화 제품 개발

RFC2510
공개키 기반 제품 개발

인덱스 컬럼 암호화 개발

KCDSA
전자서명 시스템 개발

일본 마이넘버 보안 솔루션 출시

DB 암호화 솔루션
D'Amo 출시

SaaS 웹사이트 보안 서비스
Cloudbric 출시

스마트카 보안 솔루션
AUTOCRYPT 출시

POS 보안 솔루션 출시

스마트팩토리 보안 솔루션
Penta Smart Factory Security 출시

스마트에너지 보안 솔루션
Penta Smart Energy Security 출시

키관리 서버 출시 및
국내최고등급 EAL3+ 인증 획득

어플라이언스 타입 SSO
ISign+ 출시

세계/국내 최초 개발 기록 및 보유 기술 사양

국내외
기술특허

국내외
기술인증

기술인력
비중

제품기술
수상95개 58개 60% 37개

No.1 WAF 
Vendor in the 
APAC Region

ICSA Labs
Certified WAF

PCI-DSS
Compliance

SC Magazine Europe
Best SME Solution

Hot Company in
Web Application
Security for 2016

Cybersecurity 
Excellence Awards 

Winner 2018

TU-Automotive Awards
Best Auto Cybersecurity 
Product/Service 2019

Asian Cyber
Security Vendor

of the Year

Recognized on the
Gartner WAF

Magic Quadrant

The First and Only 
CCEAL4 Certified 

W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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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a Vision

IoT Security Solutions

ICS, WMP

WAPPLES Cloud
D’AMO Cloud
ISign Cloud

PENSL

PICL

3개의 연구소

PEBL

머신러닝

IoT

암호화

웹 보안

인증

블록체인

클라우드

자동차

전사 보유 핵심기술과 제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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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보안 3대 요소 = 웹 보안 + 데이터 암호화 + 인증 보안

웹 보안

• 국내 최초 지능형 논리 기반 탐지 엔진 WAF 개발

• 국내 최초 머신러닝 기반 자가 진단 엔진 개발

• 국내 최초 클라우드 WAF 서비스 출시

• 국내 최초 Gartner 웹방화벽 부문 등재

보호하고있는 웹사이트수 658,000+

Company M
Company P
Other

49%

Competitor A
Competitor B
Other 10

13.9%

69%

인증 보안

• 국내 최초 어플라이언스 타입 제품 개발

• 국내 최초 RFC2510 공개키 기반 제품 개발

• 국내 최초 KCDSA 전자서명 시스템 개발

보안인증이적용된서버 수 3,200+

Company R
Company K
Other

33%

국내 1위 아시아-태평양 1위

데이터 암호화

• 세계 최초 쿼리변환장치 이용 DB 암호화 기술 개발

• 세계 최초 특성유지 암호화 데이터 보안기술 개발

• 세계 최초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용 암호화 제품 개발

• 국내 최초 인덱스 컬럼 암호화 개발

• 일본 마이넘버 보안 솔루션 출시

• 국내 최초 POS 보안 솔루션 출시

• 국내 최초 키관리 서버(KMS) 출시

암호화가적용된 서버 수 5,800+

Company K
Company S
Other

37%

국내 1위 국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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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에서 거래소까지 분산 금융(Decentralized Finance) 솔루션

PALLET Framework

• 해킹 위험이 존재하는 영역 E2E 보안 실현

• 오픈소스의 취약점을 해결하여 연산속도 및 개발

생산성 향상

•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유지보수 제공

암호 알고리즘, 지갑 표준 및 블록체인

프로토콜을탑재한자체 개발 프레임워크

PALLET Service

• 빠르고 안정적인 암호화폐 지갑 운영과 손쉬운

블록체인 데이터 접근

•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에 대해 다중 서명 기능 제공,

안전하고 중립적인 공간에서의 개인 키 보관과 복구

지원

디지털자산을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돕는 서비스

PALLET Product

• 개인 사용자부터 기업 사용자까지 암호화폐 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효율적인 관리

• 지갑 생성부터 트랜잭션 서명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권한 분리를 구현하여 기업 상황에 맞는 자산 관리

기능 지원

분산 금융(Decentralized Finance) 생태계에서

이용 가능한디지털 자산 지갑

멀티시그 엔진 MPC 엔진 DKR 엔진

풀 노드 트랜잭션 서버 월렛 서버

PALLET M

PALLET T

PALLET C PALLET S

PALLET X PALLET Z

++

암호 알고리즘 지갑 표준 블록체인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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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ing Market

Headquarters

Starting Market

Dominant
Market

Singapore

Houston

Sydney

Manila
Bangkok

Jakarta

Tel Aviv

Dubai

Headquarters Branch Office Sales & Services Governments & Main Customers

한국 특허 46건

일본 특허 16건

중국 특허 4건

미국 특허 22건

유럽 특허 7건

아시아 ∙ 태평양 기반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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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F (Web Application Firewall) market share leader in the Asia-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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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Penta Security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KOREA

GLOBAL

JAPAN

www.pentasecurity.co.kr

www.pentasecurity.com

www.pentasecurity.co.jp 

No.1 WAF 
Vendor in the 
APAC Region

The First and Only 
CCEAL4 Certified 

WAF

ICSA Labs
Certified WAF

PCI-DSS
Compliance

Recognized on the
Gartner WAF

Magic Quadrant

Asian Cyber
Security Vendor

of the Year

SC Magazine Europe
Best SME Solution

Hot Company in
Web Application
Security for 2016

Cybersecurity 
Excellence Awards 

Winner 2018

TU-Automotive Awards
Best Auto Cybersecurity

Product/Service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