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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창립한 제이씨현시스템㈜은 기업전산화 S/W 개발을 시작으로 오직 IT산업 외길을 걸어온 IT전문기업입니다. 

1997년 KOSDAQ 기업공개, ERP기반의 투명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사회 공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재단법인 

제이씨현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형편의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30세 청년이 된 제이씨현시스템㈜은 유디아(UDEA) 브랜드인 PC, 모니터 및 관련부품과 런즈(RUNZ) 브랜드인 

CAR AVN(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제품으로부터 정보보안, IBS통합배선의 제품에 이르기까지 

IT제품개발,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더욱 성장해 가겠습니다. 

스마트 IT시장을 선도하는 젊고 실력 있는 강한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제이씨현시스템㈜
스마트 IT로 세상을 즐겁게

제이씨현시스템 사업분야

Business Domains

제이씨현시스템㈜은 컴퓨터 관련 사업부문 및 시스템 사업부문과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자체브랜드 RUNZ를 통해 

PC용 부품 및 주변기기, CAR AVN, 네트워크, 정보보안에 이르기까지 세계 정상급의 제품과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ㆍ부산지사 ㆍ대구지사

ㆍ광주지사 ㆍ대전지사

PC, 메인보드, VGA, 태블릿

PSU, CPU, 보조배터리,

SSD, 키보드, 마우스,

LED, LCD 모니터 제조

PC관련
사업

IBS구축(Intelligent Building System)

통합배선 솔루션

정보통신 인프라 컨설팅

레드우드 솔루션

IBS사업

Car Infotainment

(Car AVN - Audio, 

Video & Navigation)

블랙박스, 필름

AS 처리 서비스(PC 메인보드,

 VGA, Power supply, CPU,

LED, LCD, Car AVN Repair)

IT기기
서비스

기업전용 Rental & Lease

PC, IT서버, 모니터, 패드류,

복합기, 계측기, 의료장비 등

IT
리스렌탈

Network 통합보안솔루션

침입차단 및 UTM솔루션

정보보호컨설팅

정보보안
사업

CI사업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제이씨현장학재단

제이씨현장학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의 뜻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학업을 하고자 하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대학 입학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하여 장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생들과 제이씨현 가족사 임직원들이 멘토를 맺어 정기적인 만남을 

갖게 하고 그러한 지속적인 만남 속에서 장학생의 학업 및 진로, 생활 상담 등을 

해 줌으로서 우리 장학생들이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장학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www.jchyun.com



최고의 물리적 망분리 듀얼 PC
정보 보안을 위한 최선의 선택

www.jchyun.com
망분리 듀얼 PC



FS 순정형 AVN

세계 최고품질의 열차단 ·시인성·내구성

런즈 카인포테인먼트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런즈! 세상이 열립니다.

런즈 사업부는 자체 부설 연구소를 통해 선진화된 국내 IT 첨단 기술을 자동차에 유기적으로 접목하여, 차량에 최적화된 다양한 

AVN(Audio, Video, Navigation) 제품군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집중키가 포함된 순정 형태의 품격 있는 디자인, 강력한 

블루투스 기능, 다양한 운전자를 위한 편의 기능, 특히 스마트폰과 결합된 앱링크(App Link) 기능을 통해 런즈는 운전자에게 

운전하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솔라가드 열차단 썬팅 필름
솔라가드는 단순한 제품 이상의, 축적된 전문 기술의 산물입니다.

솔라가드 제조사 생고뱅 그룹은 약 350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고기능성 유리부문 세계 1위의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적으로

환경적 품질 규제가 엄격한 미국의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제조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자동차 윈도우 필름에 

스퍼터링 기술을 도입 하였으며, 솔라가드 윈도우 필름이 탄소 네거티브이며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주는 것을 제 3자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환경 친화적 기업 입니다.

·스퍼터링 공법을 통한 열반사로 열차단율이 장시간 유지

·비오는 날에 더욱 잘 드러나는 뛰어난 시인성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내구성 (열차단 성능, 색상)

·세계 3대 메이저 윈도우 필름 브랜드

·세계적인 품질의 자동차용 필름 및 건축용 필름과 건축용 유리를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Saint-Gobain 세큐리트, 한글라스, 하니소, 한국 세큐리트 등 자동차 유리의 세계적인 메이저 회사로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BMW, 재규어, 마이바흐, 포르쉐 등의 자동차 유리를 직접 생산

싼타페 DM, 맥스크루즈, YF소나타, 아반떼 MD 스포티지R, K3, 더뉴K5, 올뉴카렌스, RAY

내비게이션 썬팅 www.runz.co.kr

www.solar-gard.co.kr

외장스피커를 사용하지 않는 AVN 

모든 소리를 차 스피커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CD모드 사용 시 작은 외장 스피커를 사용하여 내비

안내음을 들어야 하는 매립형내비와 달리 이제 모든 멀티미디어 

소스와 내비 안내음을 차 스피커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순정 멀티박스로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AVN

순정 멀티박스에서 음악 청취만 가능한 매립형 내비와 달리 

순정 멀티박스에 USB를 연결하여 Full HD 영상을 시청 할 수 

있습니다.

뒷자석은 가족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장소로!

FS2 순정형 AVN은 앞에서는 운전자를 위한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뒤에서는 후방모니터와 연결하여 가족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역할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핸들리모컨 버튼 하나에 두가지 기능을!

운행중에도 편리한 조작이 가능하도록 버튼 하나에 2가지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 짧게 누르면 MUTE, 길게 누르면 LCD OFF)



유케어스 리스/렌탈 Business
유쾌한 IT 리스/렌탈

PC

모니터

노트북

스마트 패드

프로젝터

PDP TV

유케어스 리스/렌탈로 가치공유

개인, 기업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트렌드에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은 “가치 소유”에서 “가치 공유”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제이씨현시스템㈜는 개인, 기업의 

가장 효율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치 공유” 솔루션인 리스/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케어스는 제이씨현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유케어스의 상품으로 공공기관, 기업, 회계사 사무소, PC방, 숙박업소 등 사업자가 

사업 신규개설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IT기기 및 주변기기를 리스/렌탈로 계약 기간 동안 가치 공유 요금을 분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상품 사고 방식의 시대적인 변화

    기존의 소유 개념의 가치에서 임대 개념의 가치관으로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2) 급변하는 상품 환경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

    급격한 발전속도를 가지고 있는 상품에 적극적인 대응하여 귀하의 사업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3) 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선택

    금액적인 부담의 감소로 다양한 성능의 제품 선택 기회를 제공합니다.

4) 경제적인 부담 감소

    기존 소유 개념의 경우 상품의 잔존 가치 및 금융 이자 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지만 렌탈상품은 
    사용 임대 요금만 지불하기 때문에 사업유지에 있어 비용 부담이 현저하게 감소됩니다.

5) 장비의 유지 보수비용 및 감가상각비가 없음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수리비, 유지비등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은 물론 제품의 감가상각비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케어스 리스/렌탈 프로그램 특징

유케어스 리스/렌탈 상품

※기타 다양한 상품은 유케어스와 상의 바랍니다. 

리스 / 렌탈
www.ucares.co.kr



LED 모니터 파워 서플라이 보조배터리

UDEA LED 모니터는 언제나 여러분의 PC환경을 더욱 빛나게 하고 “실제와 같은 밝은 화질(True Definition)” ,

 “환경을 생각하는 저전력 설계(Green Energy)”, “슬림한 디자인 (Simple Style Design)”으로 모든 환경에 최고의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UDEA LED 모니터는 “U”시리즈와 “LOOK” 시리즈가 있으며 뛰어난 제품 가치 제공을 위해 고객의 NEEDS를 충족

하고자 품질, 신뢰도 1등 브랜드의 위상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유디아 모니터 제품군

LOOK 320 U240 U230 IPS LOOK 200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대화면!
FULL HD 32형 모니터

동영상과 게임에 강한
LED 모니터

어디에서 봐도
왜곡 없는 화질

LED 백라이트 패널로
화질과 저전력을 동시에

내가 찾은 바로 그 모니터

유디아 고화질 LED 모니터

유디아 파워서플라이 제품군

UDEA 파워서플라이는 ‘정격 파워서플라이, 이제는 FULL MAN 시대!’ 라는 모토로 제이씨현시스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제품으로, 정격부품만을 사용하여 파워서플라이 3대 핵심 요소인 제품의 신뢰성, 안정성, 내구성을 극대화한

파워서플라이 입니다. 2011년 정격 500W 제품의 판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라인업의 제품을 선보이며, 

품질 지상주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서플라이, 이제는 REAL 시대!

UDEA 파워서플라이

FULLMAN 50RW, 60RW

탄탄한 내부 설계와 

최고의 보호회로를 기반으로한 제품

FULLMAN 50S, 60S, 70S

정품부품 사용으로 품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로

PC방에 최적화된 제품

www.udea.co.kr

UDEA Miss-U는 창립 30주년의 코스닥 상장회사인

제이씨현시스템㈜에서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비서처럼

휴대용 모바일 기기의 배터리 충전을 충실히 수행!’이라는

컨셉으로 기획된 제품으로 삼성 SDI 정품 배터리 셀을 

채택하여 제품의 신뢰성 및 내구성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있게 충전!

UDEA 보조 배터리 Miss-U Series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www.gigabyte.com

GIGABYTE 메인보드
기가바이트는 제이씨현! 제이씨현하면 기가바이트!기가바이트는 제이씨현! 제이씨현하면 기가바이트!

GIGABYTE社(이하 기가바이트)는 1986년 창립이래, 메인보드의 품질 혁신과 매년 신기술이 적용된 메인보드를 선보이며

세계 메인보드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독자적 하드웨어 프로텍션 기술인 듀얼-BIOS를 시작으로, 2014년 현재 100% 일본산 솔리드 캐패시터와 

디지털 전원부가 적용된 Ultra Durable 5 PLUS 메인보드까지, 매년 새로운 하드웨어 프로텍션 기술을 선보이며  품질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이씨현시스템㈜는 국내 기가바이트社의 공급원으로, 1988년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유통이래 2013년 마감기준 

국내 누적 판매량 60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명실공히 “1등 브랜드”의 위상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제품군

GA-Z87X-UD3H GA-B85M-D3H GA-H81M-D2V

GIGABYTE 그래픽카드
확인하세요! 프리미엄 그래픽카드

제이씨현시스템㈜는 업계 최고의 브랜드인 GIGABYTE社의 국내 독점공급원으로서 GIGABYTE 그래픽카드를  

주력제품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GIGABYTE 그래픽카드는 최고급 컴포넌트만을 사용하여 최적화된 성능과 내구성을 

동시에 만족시킨 UDV™설계기술, 멀티-쿨링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WINDFORCE™쿨링 솔루션을 연이어 선보이며  

Market Trend를 이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한 GIGABYTE 그래픽카드 유통사업은 매년 역대 최대실적을  

갱신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그래픽카드 시장의 약 25%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그래픽카드 제품군

GIGABYTE Radeon 계열 GIGABYTE GeForce 계열 NVIDIA TEGRA NOTE 제품군 



ECS 메인보드
브랜드 신뢰도는 유통사가 좌우합니다!

ECS Elite Group社(이하 ECS)는 1987년 창립이래, 2007년 국내 최대 월 8만장 판매를 달성하는 쾌거를 보이며 

전세계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CS는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안정성, 그리고 퍼포먼스를 만족시키고자 

듀라손 설계를 모든 메인보드에 적용하여 품질 혁신에 앞장서고 있으며, 어떠한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합니다.

제이씨현시스템㈜는 “브랜드 신뢰도는 유통사가 좌우합니다”라는 목표로 국내 IT 유통 시장에서의 신뢰도 강화 및 영향력 

확대로 새로운 유통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ECS Z87H3-A4 ECS B85H3-M7 ECS H81H3-M4

ECS 메인보드 제품군

애즈락 메인보드 제품군

H81M-DGS B85M-HDS Z87 Killer

디앤디컴㈜은  2002년10월에  설립하여 메인보드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는 고성능 그래픽카드와  넷탑(베어본)시장까지  영역을 

넓혀 나가며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컴퓨터 부품 및 주변기기 전문 유통기업입니다.

당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ASRock사의 국내 공식 공급업체로,  고성능 메인보드와  넷탑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음은 물론 세계 

유수의 IT 기업과 손잡고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히 변화하는 IT 시장에서 고객 만족과 가치실현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공격적인 도전정신으로  꾸준한 혁신을 

추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항상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서비스  전문그룹인  CS이노베이션을  통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먼저 

생각하며,  고객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외형으로만  커지는 회사가 아닌 고객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내실 있고 투명한 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ASRock - 디앤디컴㈜
좋은 PC 만드는 기준

메인보드 메인보드 www.ecs-korea.com

www.dndcom.co.kr



지능형 빌딩
시스템www.ibstec.co.kr

IBS 솔루션, IBS TEC
Intelligent Building System

유비쿼터스 환경의 가장 기본인 통합배선을 포함하여 네트웍장비, 교환기 등 IBS 건물에 시설되어지는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설계, 제안, 자재공급, 시공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세계시장 점유율 및 성능 1위인 CommScope사의 

SYSTIMAX 솔루션 국내총판으로서, 설계, 제안,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대한 제품공급 및 시공부분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 산재하는 여러 시스템들을 건축환경 및 정보통신환경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첨단 정보통신 서비스 지원, 최적의 빌딩관리, 

쾌적한 사무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최상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건물주에게 효율적인 빌딩 관리를 통한 경비 절감 및 미래 

기술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구조를 제공하는 지능형 

빌딩시스템을 구축하는 서비스입니다.

구성관리

사고관리

ㆍ수작업 선번장? ㆍ포트 확인 불가? ㆍ정확하지 않은 기록?

ㆍ정확하지 않은 레이블? ㆍ정확한 선번장의 부재?

변경관리

ㆍ변경 이력 관리불가? ㆍ포트 상태 정보 확인 불가?

ㆍ물리 계층 통제 불가? ㆍ중요한 연결 경로의 감시?

ㆍ외부 시스템과의 연동?

ㆍ자동 문서화 ㆍ네트워크 장비 검색 ㆍ도면 관리

ㆍ물리적 위치 확인 ㆍ실시간 보고서 작성

구성관리

ㆍ변경 내용의 실시간 감시 ㆍ스위치 포트 상태 감시

ㆍ무단 접근 보고 ㆍ이벤트 통보 ㆍ외부 시스템과의 연동

사고관리

ㆍ전자 작업 지시서 ㆍ향상된 작업 가이드 

ㆍ지능형 서비스 공급 ㆍ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변경관리

ㆍ작업지시서? ㆍ임의적 경로 변경? ㆍ알 수 없는 연결? 

ㆍ유지 보수 업체에 의존? ㆍ반복되는 단순 작업?

변경관리

주요고객사

지능형 시스템의 특징

지능형 시스템 구축 관리

The imVision Controller
 Infrastructure Management. Made Easy.

일반적인 케이블 관리



Check Point 네트워크 통합 보안 솔루션 
No.1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국내 총판사인 제이씨현시스템㈜의 체크 포인트 보안 어플라이언스는 모든 규모의 기업에 대한 거의 모든 보안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블레이드 형태의 다양한 보안기능을 구현, 관리하기 위한 강력한 통합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강력하고 검증된, 체크 포인트 보안 어플라이언스는 국내 및 전 세계 기업의 수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체크 포인트 제품은 조직이 급속하게 진화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의 통합 콘솔을 통해 보안 관리의 모든 

측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 소프트웨어 블레이드 아키텍처 구조로 처리하고 있어 관리자가 선택적으로 보안기능을 

구현합니다.

주요 기술 특징

대표 제품

주요 고객사

오늘날의 엔터 프라이즈 보안 게이트웨이 단지 방화벽 이상에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진화 위협으로부터 네트워크를 안전하고 보호하기 위해 여러 기술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체크 포인트는 유연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옵션과 멀티 코어 기술로 4000 어플 

라이언스는 동급 최고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자사의 멀티 코어 및 가속 기술, 이중화 구성 요소와 우수한 멀티 소프트 웨어 블레이드 

성능의 데이터 센터 수준의 보안 어플 라이언스는, 심지어 가장 까다로운 엔터 프라이즈 

네트워크 환경에 높은 성능과 신뢰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대규모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확보에 이상적 - 21000 어플라이언스는 고성능 및 높은 

포트 밀도와 최고의 확장성, 가용성 및 서비스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4000 security system

12000 security system

21000 security system

61000 security system
체크 포인트 61000 보안 시스템은 업계에서 가장 빠른 게이트웨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데이터 센터, 통신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확장 가능한 성능을 

제공하는 대형 장비 입니다.

Advanced
Networking&
Acceleration

DLP Mobile
Access

URL
Filtering

Antivirus &
Anti-Malware

Anti-Spam
and

Email Security

Firewall IPsec VPN Identity
Awareness

IPS
Software Blade

Application
Control

Sftware Blade

Anti-bot Threat emulator

Check Point Security Gateway SmartDashboard ▶
The Firewall Software Blade is always included

네트워크 통합
보안 솔루션 www.checkpoint.com



40년간 축적된 최고품질의 기초 소재 개발 기업

대아리드선㈜

대아리드선㈜는 40여년 동안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 전기전자 부품산업과 더불어 발전해온 대표적인 

부품소재 전문기업입니다.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인증과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으며, 저희 대아리드선㈜는 항상 고객의 경쟁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엄격한 품질관리와 환경친화적인 생산, 공정관리를 통해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기술 특징

1. 전기 도금 및 용융 도금 방식의 다양한 LEAD WIRE 생산

    고객의 요구 사양(Specification)에 따른 주문 생산이며, 특히 전기 도금 생산 방식은 선경과 도금 두께를 다양하게
    조절하여 생산이 가능합니다.

2. 주석 도금 및 나동 평각선(Flat Wire) 생산

    고객의 요구 사양(Specification)에 따른 주문 생산으로, 평각선의 다양한 두께(Thickness)와 폭(Width)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리뷰 미디어 개방형 화상세미나 정보보안 클라우드

웹 플렛폼 서비스
Web Platform Service

개방형 화상회의 개방형 실시간 화상교육 개방형 서베이/문제은행

새로운 인터넷 문화를 창조하는

㈜엘림넷은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 태동기인 1995년 제이씨현시스템㈜의 인터넷 사업부로 출범하여 1996년 

국내최초로 56kbps를 지원하는 PSTN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1997년에는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1999년 IDC(인터넷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2000년 인터넷 전문 통신기업으로 분사하였습니다.

2004년 R2SKY(VPN전용선)출시, 2006년 이네트너-UTM(네트워

크 통합보안관리), 2007년 나우앤나우(오픈형 화상회의), 2008년 

웹방화벽 서비스, 2010년 나우앤스터디(오픈마켓 실시간 화상교육), 

2011년 나우앤서베이(오픈형 서베이/문제은행), 2011년 이네트너 

-DBS(DB방화벽), 이네트너-DBAC(DB접근제어), 이네트너-DRM,

나우앤클라우드 등을 개시함으로써 새로운 인터넷 문화를 창조하는 

웹 플렛폼 서비스와 인터넷 정보보안 서비스 전문회사로서 약진하고

있습니다.

플렛폼 서비스 기술특징www.elim.net

www. daealead.com



본카다로그의 제품사진 및 사양은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45길 74 제이씨현 빌딩

Tel : 02-2105-9100 ｜ Fax : 02-2105-9199

부산지사 051-896-8684 ｜ 대구지사 053-422-9020

광주지사 062-350-6678 ｜ 대전지사 042-534-7830

www.jchyun.com

JCHY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