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JUNG DATA SERVICE
㈜ 삼정데이타서비스 회사소개서

www.s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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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회사명

삼정데이타서비스㈜

대표이사

오충용

주요서비스

다이렉트호스팅, 메일나라, 다이렉트센드, 다이렉트클라우드, 다이렉트빌 등

주요 사업 영역

1. Enterprise IT Out sourcing
2. Business Mail Solution
3. Messaging Solution
4. Enterprise Business Solution

설립일

1992년 8월 1일

자본금

1,714,196,000 원

직원수

71명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대륭포스트타워 2차 4층 416호, 421호

IDC 1 센터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36, 호스트 웨이 2층

IDC 2 센터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36 KT ICC

연락처

TEL 02-2029-0131 FAX 0505-820-1900

홈페이지

www.s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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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비전

IT 비즈니스 서비스의 끊임 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삼정데이타서비스㈜가 IT 서비스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
새로운 IT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직원의 역량을 배가하는 기업

주주의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
고객의 성공을 이끄는 기업

Pioneer - 05
Future - 04
Staff - 03

Stockholder - 02
Customer - 01

삼정데이타서비스(주)는 IT 인프라 호스팅, 기업 메시징, 그룹웨어, 클라우드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T 서비스 기술과 시스템, 삼정데이타서비스의 열정과 노하우가 어우러진 IT 서비스 공급 역량으로 더욱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립 27주년의 삼정데이타서비스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속에 비지니스 솔루션 공급자로서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IT 서비

스 시장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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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2018

대한상공회의소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선정

2017

클라우드 품질 . 성능 확인서 발급(정보통신 산업진흥원 NIPA-CQ-17-007-R)
클라우드 관리체계 검증 결과서(클라우드 산업협회 CSQPR-KACI-2017-011)
클라우드 품질.성능 시험 결과서(정보통신 기술협회 BT-A-17-0320-GR)

2016

정보보호 준비도평가 A등급 획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메일나라 클라우드 v4.0 1등급 GS인증 획득 (인증번호 16-0110)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소프트웨어 공모대전 응용S/W 부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수상
제품명 : Cherry SDN Controller (제29231호)

2015

비표준 대체기술 개발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메일나라: http://mailnara.co.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와
TOPCIT(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 MOU 체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전파관리소-문자 재판매 사업자)
2015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2014

Microsoft Cloud Solution Provider

(국내 유일의 클라우드 솔루션 공급사업자) 선정
Microsoft Cloud OS Network Partner
(국내 유일의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공급사업자) 선정
Microsoft Gold Partner 선정
메일나라 안드로이드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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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2013

그룹웨어 서비스 출시
메일나라EX(ver3.5)서비스 출시
개인정보보호관련 세미나 개최
Microsoft Gold Partner 선정

2011

업계 최초 보안형 웹호스팅 서비스 출시
닷 한국 도메인 등록대행 서비스 출시
디자인센터 서비스 출시
메일나라 그룹웨어 서비스 실시
Microsoft Gold Partner 선정

2010

Intel Internet Service Provider(ISP)로 선정
(주)데이콤과 전용서버호스팅 공동사업 계약

2009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인증 획득
전자세금계산서 특허 출원
MS 익스체인지 메일 서비스 출시
Windows 기반 서버 가상화 프로젝트 완료
Microsoft Gold Partner 선정

2008

세계 최초 가상화 웹호스팅 서비스 출시(특허출원)
테라바이트 메일서비스 출시
메일나라 v3.0 GS 인증 획득(인증번호 08-0132)

2007

국제도메인관리기구(ICANN) 공식 도메인 등록 기관 선정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퀵돔(.kr) 도메인 등록 대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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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2006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KR 도메인 등록 대행자 선정
Clustering 기술을 적용한 프리미엄 웹호스팅 출시
오픈 마켓 셀러를 위한 DirectSeller 서비스 오픈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MySQL Gold Certification Partner 선정

2005

마이크로소프트와 SPLA Agreement 체결
시스코시스템즈와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용 콜센터시스템 구축

호스팅업계 최초로 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안전진단’ 필증 획득
VOIP 서비스인 CallDirect 서비스 오픈

2004

대용량 트래픽 사용자를 위한 파일링크호스팅 서비스 오픈
한국일보 주최 "서버호스팅부문" 서비스 만족대상 수상
인포섹과 정보보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력 체결
데이콤과 SMS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력 체결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불법 광고 메일의 전송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2003

해커스랩과 보안관제 서비스 업무 제휴
넷피아 업무 협력 체결
서울신용평가 업무 협력 체결 / 한국신용평가 업무 협력 체결
메일전문 사이트 < www.mailnara.co.kr > 오픈

2002

마이크로소프트 MSP(Microsoft Solution Provider) 등록
나모인터렉티브와 웹호스팅서비스 전략적 제휴

2001

MS Certified Partner 등록
국내 최초 닷넷 호스팅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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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IT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기업 “삼정데이타서비스㈜”
삼정데이타서비스㈜는 IT 인프라 호스팅, 기업 메시징, 그룹웨어, 클라우드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T 서비스 기술과 시스템, 삼정데이타서비스의 열정과 노하우가 어우러진 IT 서비스 공급 역량으로 더욱 더 안전
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essaging
Solution

Enterprise
Business
Solution

비즈니스 메일 국내 1위

다중 구성으로 중단없이 빠른서비스

MS Office 기술기반 그룹웨어 기술 보유

ICANN & NIDA 국제 공식사업자

지능형 스팸필터 기술보유
< Daily Smart-X™ Filter System >

문자,메일,카카오비즈메세지등 통합
마케팅 환경 지원

자체개발 전자결재 솔루션 보유

MS Gold Partner

업계 최초 반응형 웹메일 서비스 구현

문자, 메일, 카카오 발송API 무료제공

자체개발 다이렉트빌 전자세금계산서

기업전문 호스팅 최상위 기업

MS 공인 CSP( Cloud Solution Provider )

(Server & Web hosting)

Business
Mail
Solution

IP / PBX 기술보유

다양한 인증 기술 보유

Enterprise
IT
outsourcing

IT Security an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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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Business Mail Solution

http://www.mailnara.co.kr

30만 기업고객 선택!

기업메일전문 메일나라
고객 만족을 핵심 가치로, 안정적이고 편리한 비즈니스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서
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메일나라는 20년 이상 IDC 인프라를 운영한 경험과 노
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 엔지니어가 상주하는 기업을

위한 메일서비스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 기업을 위한 최적화된 메일서비스 환경 제공
✓ 협업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환경 제공
✓ 다중 업무 환경 및 보안 환경 지원
✓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365일 고객지원 제공
✓ 모바일 앱 지원 (안드로이드, 아이폰)
✓ 업계 최초 반응형(Responsive) 웹 서비스 구현

✓ GS(Good Software) 인증 소프트웨어
✓ 기업메일 서비스에 최적화 Anti Spam / Aiti Virus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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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Business Mail Solution

http://www.mailnara.co.kr

메일나라기업메일은 다양한 기기와 환경에서 동일한 작업을 지원하는 업계 최초의 반응형(Responsive) 웹메
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 스팸필터와 기업 업무환경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을 위한 메일 서비스 입니다.

기업형 메일환경제공

협업비지니스 환경제공

보안 및 다중업무환경

기술 및 고객지원

강력한 일정관리공유제공

POP3/IMAP 제공

멀티 도메인 지원

캘린터로 일정공유제공

반응형 웹메일 제공

통합 자료실 제공

주소록 공유기능제공

모바일 앱 (Android , IOS)

SMS 서비스 제공

사내 자료실 무료제공

인공지능 스팸필터 탑재

신속한 장애처리지

Web FAX 서비스

공지사항 등록기능제공

Anti Virus 엔진 탑재

장애 로그 리포팅

기업전용 메일사이트

조직도 기반 주소록
자사 회사 이미지등록

승인메일기능제공

365일 24시간 기술지원
주기적인 정기정검 제공
메일서버 교체작업

메일 보안인증서 무료제공
승인/보안 메일 서비스제공

자사 로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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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Messaging Solution

http://www.directsend.co.kr

저렴하고 빠른 대량발송

다이렉트센드
DirectSend는 삼정데이타서비스㈜의 다양한 IT 서비스
운영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빠른 대
량 메일 및 문자 발송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금액과 횟수에 제한 없이 단일 최저 가격으로 제공하므
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을 위한 통합 마케팅 환경 지원
✓ 기업에서 필요한 템플릿, 설문조사 무료제공
✓ 충전 후 기간 제한 없이 사용가능
✓ 발송 실패시 100% 환급

✓ 편리한 결제 방식 제공
✓ API 연동모듈 무료제공
✓ 외부 DB 연동기능 제공
✓ 다중 통신사 연계된 이중 전용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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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Messaging Solution

http://www.directsend.co.kr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첫 단계 DirectSend 대량 발송 서비스
SMS, LMS, MMS, 카카오비즈메세지 모두 지원, 상세 결과리포트 및 저렴한 요금까지! 고객님의 마케팅 목적에

맞게 활용해 보세요.

대량문자발송

대량메일 발송

카카오 비즈메시지

부가 제공 서비스

SMS,LMS, MMS 모두 지원

저렴한 가격의 Mail제공

카카오 알림톡, 친구톡 제공

무료 템플릿제공

예약발송, 반복발송 기능 제공

다양한 메일템플릿 제공

카카오 결과 리포트 제공

문자 발송 API 무료 제공

상세한 결과 리포트 제공

메일임시저장, 템플릿 함 제공

결과리포트 영구보관기능제공
포토 이미지3장 첨부제공

상세한 결과 리포트 제공
결과리포트 영구보관기능제공

결과리포트 영구보관기능제공
예약발송, 반복 발송 기능제공

메일 발송 API 무료 제공
카카오 발송 API무료 제공
외부DB연동 무료 제공

080무료수신거부 무료제공

수신거부 문구 제공

발송결과 보관 기능 무료 제공

문자발송API 연동 모듈제공

메일발송 API 연동 모듈제공

설문조사 무료 제공

메일수신거부 관리제공

080 무료수신거부 무료 제공

문자수신거부 관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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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Enterprise Business SolutionEnterpris

http://www.directbill.co.kr

빠르고 안전한 세금계산서

다이렉트빌
다이렉트빌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내용이 담긴 세금
계산서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발행하고, 수신자가 별도
의 회원가입 없이 바로 승인처리할 수 있어 발행업체와
수신 업체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 입니다.
✓ 원하는 방식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
✓ 복잡한 서류작업을 간단하게 해결
✓ 강력한 시스템 연동기능 제공
✓ 수신자는 회원 가입 필요없이 이메일 첨부
형식으로 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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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르고, 안전한 전자세금계산서 다이렉트빌은 기업의 업무 환경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계산서 작성

합계 및 통계

거래처 자동등록

기간별 매출 통계 제공

거래처 자동완성

거래처별 매출 통계제공

거래처 및 품목관리
자주 사용하는 거래처 등록
거래처 관리기능 제공

거래세액 자동계산

품목별 매출 통계 제공

거래처 엑셀 대량등록

발행 후 전자서명처리

기간별 전체 매입통계 제공

자주 사용하는 품목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메일발행

거래처별 매출, 매입통계제공

역발행, 미래일자발행제공

품목별 매출, 매입 통계제공

품목 엑셀 대량등록

환경설정
사용자 관리(여러명 등록)
사용자의 이용이력관리
전자 인감 설정 등록기능
공인인증서 등록기능

전자세금계산서 메일계정설정
정상 발송확인용 메일설정

여러 건의 걔산서 일괄발행

거래명세서 첨부
매출 매입문서 관리
국세청 신고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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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오피스365 그룹웨어

다이렉트클라우드
Microsoft Office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외 글로벌기업
3,000여 곳의 클라우드 기업 고객 신규 유치 했으며, 다
양한 업종에 대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 지원
하고 ERP, CRM, SCM등 기업용 솔루션과 연동이 가능
합니다. 효과적인 비용으로 비즈니스에 적합한 단일

솔루션을 사용하며 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비즈니스를
보호하며 IT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일정, 연락처, 작업의 그룹웨어 동기화
✓ MS Office가 설치되지 않은 PC에서도 자유
로운 편집기능 제공
✓ 강력한 문서보안 기능 제공
✓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으로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가능

15

3

사업영역
Enterprise Business SolutionEnterpris

http://www.directcloud.co.kr

DirectCloud 그룹웨어는 세계 200여 개국에서 사용하는 Microsoft Office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된 그룹웨어로,
Microsoft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운영되고 있어 보안과 장애에 대한 높은 안정성을 보장하며 MS-Office 호환
성 및 그룹웨어의 필수적인 기능들과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합니다.
✓ 멀티디바이스 환경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나 결재 승인/반려 처리 가능
✓ 결재 진행사항 실시간 메일 알림 및 클릭만으로 결재처리 가능

✓ 기안서 양식을 기업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등록 및 수정 가능
✓ SAP ERP, HRMS 등의 데이터와 전자결재 항목 데이터 연동 가능

✓ 모든 문서를 쉽고 빠르게 등록, 수정, 편집 가능하며 MS Office 호환
✓ Web버전 MS Office를 무료로 사용 가능
✓ 수정된 문서나 최근에 업로드 시킨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
✓ 모든 문서를 트리 구조로 제공하며 빠른 검색 지원 및 버전관리 지원
✓ 공유 기능 및 권한 관리, 실시간 동기화와 문서 미리 보기 지원

✓ 출근/ 퇴근/ 휴·공가 등의 직원들 근태관리 기능 제공

✓ 캘린더를 이용한 일정 관리 기능, 편리한 UI 제공

✓ 출근이력 엑셀 다운로드 및 관리 기능

✓ 팀, 부서별, 개인별 일정을 손쉽게 등록 및 수정 가능

✓ 근태내역을 통한 사용자 별 근태현황 체크 기능 제공(연차관리)

✓ 반복되는 일정(일/주/주중/월/년) 등록 기능 제공
✓ 일정을 메일로 알림 전송 및 전송 빈도수 기능 제공(Outlook 일정 연동)

✓ 작업 또는 프로젝트를 손쉽게 관리 가능

✓ 팀/부서별 작업공간으로 업무관리, 문서공유 등 다양한 기능 제공

✓ 계획된 일정에 맞게 막대 그래프 또는 간트 차트로 표현

✓ One Note (Web버전) 연동, 작업(Task) 관리 기능 제공

✓ 요약보기로 프로젝트의 남은 일정, 예정, 종료를 한눈에 확인 가능

✓ 별도의 뉴스 피드, 문서관리 기능 지원

✓ 프로젝트에 따른 별도의 문서관리와 뉴스 피드 기능 제공

✓ 자주 사용되는 문서, 기능들의 바로 가기 지원

✓ 쉽고 빠르게 다양한 게시판 생성 가능
✓ 댓글, 파일첨부, 게시판별 권한 관리, 공유 및 알림 기능 제공
✓ 고객관리 기능을 통해 연락처 및 거래처 정보 관리 기능 제공(엑셀제공
✓ 영업단계/종류/유입경로에 따른 데이터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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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기술과 IT운영기술노하우

다이렉트호스팅
다이렉트는 최신 기술의 검증된 제조사의 하드웨어와
IT 서비스 운영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최상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주하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파트너
로서 고객의 성공 비즈니스와 함께합니다.
✓ 기업 호스팅 업계 최고의 프리미엄 호스팅
✓ 3만 이상의 기업고객이 선택한 비즈니스 전용 호스팅
✓ 한국인터넷 진흥원 KR 도메인 등록대행자
✓ ICANN 선정 국가 최상위 도메인 등록 대행자
✓ Shared Hosting : 웹호스팅, 메일호스팅, 솔루션 호스팅
✓ Dedicated Hosting: 서버호스팅, 코로케이션
✓ Cloud Hosting: 관리형 클라우드, DB 클라우드

✓ Managed Service: 서버관리 서비스
✓ Secure Sevice: Firewall, Anti-Virus, Anti-Spam, IPS
✓ Payment Gate Service: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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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데이타서비스는 20년 이상의 IT 서비스 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erver
hosting

Web
hosting

윈도우 관리형 클라우드

Smart IPS

코로케이션 서비스

리눅스 관리형 클라우드

방화벽서비스

이미지 호스팅

단기서버임대서비스

MS-SQL 클라우드 서비스

SSL보안인증서

SMS 서비스

매니지먼트 & 모니터링

SMS 서비스

바이러스방역(백신)

윈도우 호스팅
리눅스 호스팅

전자결제서비스

DELL, IBM등 브랜드서버

IT
Security

CLOUD

데이터 이전, 백업

전자 결제 서비스

네임 서버 호스팅
소프트웨어 임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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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다이렉트 웹 호스팅, 서버 호스팅

Web Hosting
웹서버와 DB 서버 이원화
웹서버와 DB 서버를 분리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장애 발생에 대한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Server Hosting
27년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력과 축적된 노하우
위약금 No! 무약정에 100% 자유로운 임대 서비스
기본 managed 서비스 무료 제공.

365일 24시간 고객지원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는 24시간 고객지원이 생명입니다. 전문 엔지니어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귀하의 웹사이트를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 기술지원시 추가금액 없이 무료 지원
OS 초기 설치 비용 무료

무료 네임서버 서비스 제공

전문엔지니어의 차별화 된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를 위한 스터디는 이제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다이렉트의 전문 엔지니어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백본망과 고객서버를 직접 접속하여 초고속 접속
모바일 웹메일까지 지원하는 메일 부가서비스
최적화된 IDC 특수 서버 관리 시설 및 설비

전문 보안 서비스
기업용 솔루션으로 설계되어 최적의 보안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료

바이러스, 스파이웨어등의 위협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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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고객이 삼정데이타서비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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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현황
2002

특허등록

인터넷 VoIP망을 이용한 통신시스템 및 통화서비스 제공방법 (등록번호:1003550130000)

특허등록

통화내용 녹음 서비스 방법 및 그 시스템 (등록번호:1003764090000)

특허등록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거래중계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 (등록번호:1003421660000)

특허출원

사용자 성향에 따른 반사학습 능력을 갖춘 스팸필터

특허출원

IP-PBX시스템과 VoIP서비스를 이용한 콜센터 호스팅 서비스

특허출원

인터넷을 이용한 영상 및 음성 데이터 기록(녹화,녹음) 재생시스템

특허출원

PVR 시스템에 관한 원격제어 장치 및 원격제어 방법

특허출원

템플릿과 상품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상품 정보 페이지

특허출원

자동 출판 솔루션 호스팅 서비스

2008

특허출원

하이퍼바이저(Hyper Visor)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 웹호스팅 서비스

2009

특허출원

전자메일의 첨부파일을 이용한 세금계산서 송수신 시스템 및 처리방법

2014

특허등록

SMS을 이용한 문자 투표 시스템 특허획득 (등록번호:1014433180000)

2016

특허등록

유알엘 단문 메시지 시스템 및 유알엘 단문 메시지 전송방법(등록번호:1016273530000)

2003

2004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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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인증현황
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

과학기술부
병무청
증권예탁결제원
특허청

CMS 등록을 통한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당사 개발 소프트웨어 등록 (R&D 부문)

기업 부설 연구소 인증
병역 특례 지정 업체로 선정
명의 개서 대리인 등록
특허 1003550130000 – VOIP망을 이용한 통신 및 통화 서비스
특허 1003421660000 –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거래중계 서비스 및 시스템
특허 1003764090000 –통화내용 녹음 서비스 및 시스템

특허 1014433180000 - SMS을 이용한 문자 투표 시스템
특허 1016273530000 SMS을 이용한 문자 투표 시스템
특허 1016273530000 유알엘 단문 메시지 시스템 및 유알엘 단문 메시지 전송방법

정보통신부
기업은행
중소기업청
한국일보

정보보호안전진단 획득을 통해 정보보호 수준 공인
유알엘 단문 메시지 시스템 및 유알엘 단문 메시지 전송 방법(등록번호:1016273530000)
수출 유망 중소기업 선정 (1999)
한국일보 선정 서비스 만족 대상 (2004)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업계 최초 정보보호안전진단 획득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등록 법인” 전자 공시

신용보증기금

Microsoft

베스트파트너 수상 (2005)

Microsoft Gold Partner(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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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CONTACT US

구로 이마트

오시는 길

구로롯데시티호텔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500미터 이내

에이스테크노타워 8차

우림이비지 2차
고용노동센터

삼정데이타서비스

대표전화 | 1544-1992
팩스

주소

| 050-8082-0999

| 본사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대륭포스트타워 2차 4층 416호,417호,421호

3번출구

예성유토피아

보람쉬움아파트

구로디지털단지역

IDC 1 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36, 2층 (야탑동, 호스트웨이)
IDC 2 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36 (야탑동, KT ICC)

신대림자이아파트

원광디지털대학교

현대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