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레이풀시스템 회사소개서

COMPANY PROFILE

© 2022 RAYFUL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기업개요
레이풀스토리
코어밸류
기업정보
조직구성
특허현황
영업이익

사업영역
RAYFUL STORY
CORE VALUE
INFORMATION & HISTORY
OUR TEAM
OUR LICENSES
OPERATING PROFIT

솔루션사업본부
금융사업본부

에너지사업본부

기업고객
SOLUTIONS
FINANCE
ENERGY

파트너사
고객사

CONTACT US
PARTNERS
CLIENTS

기업문의
오시는길

CONTACT
LOCATION

레이풀 스토리.
우리는 좋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회사 개개인의 문서와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에너지 거래 내역에 대한 이력 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금융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더 나은 내일과 지속 가능한 일상을 위해 고민하는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금의 레이풀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를 연결하며,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가는 기술로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좋은 고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회사.

레이풀시스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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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풀 핵심가치.

성장과 발전

협력

커뮤니케이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며,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객의 이익을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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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17년차, 디지털 컨텐츠 관리 전문기업 레이풀시스템 입니다.
레이풀시스템은 2008년 문서중앙화 솔루션 사업을 시작으로 금융, 제조, 유통, 공공 등 국내 엔터프라이즈 기업 및 중소기업에 자사 솔루션
을 공급하여 국내 관련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금융 시스템 통합 컨설팅 및 신재생에너지 솔루션 사업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여 지속적
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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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레이풀시스템

설립년일

2007년 06월

대표이사

이우섭, 공석용

사업소재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H비즈니스파크 A동 1302,1303호

주요사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HISTORY
2005

(주)레이풀 창립

2007

(주)레이풀시스템 사명 변경

2008

문서중앙화 솔루션 출시 - C.Bolt
DTA Square 특허 출원 (제10-0886616)

2012

파일 링크 특허 출원 (제10-1206419)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3

Ray.Cloud 솔루션 출시

2014

Ray.Cloud 특허 출원 (제10-1354110)

2016

기업 컨텐츠 관리 솔루션 개발 및 구축 기술로
기술사업역량/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인증(NICE 평가정보)

2018

(주)레이풀플러스 자회사 설립

2021

(주)레이풀시스템과 (주)레이풀플러스 합병

조직도 및 팀 구성.

레이풀시스템은 2021년 자회사 레이풀플러스와 합병하여 4개의 솔루션사업본부, 금융사업본부, 에너지사업
본부, 영업/관리본부와 기업부설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수한 R&D 인력 및 전문 개발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OSITION & MEMBERS

TEAM STRUCTURE
대표이사
부사장

솔루션사업본부

금융사업본부

에너지사업본부

영업/관리본부

솔루션개발팀

개발팀

개발팀

솔루션영업부

솔루션서비스팀

PMO

금융영업부
에너지영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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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Sales

15%

Pre-sales

15%

Developer

70%

특허 및 인증 현황.

제 10-0886616호
자동 문서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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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풀시스템은 ECM 영역의 문서관리, 파일 간 링크 기능, 가상 디스크 드라이브 시스템에 대한 3가지 독보적인 특
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NICE 평가정보 기술 평가 영역에서 기업 컨텐츠 관리 솔루션 개발 및 구축 기
술로 기술 사업역량 및 기술 경쟁력 우수기업을 인증 받았습니다.

제 10-1206419호
파일 간 링크 기능을 지원하는 전자문서법

제 10-1354110호
가상 디스크 드라이브 시스템 및 제공 방법

매출 및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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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솔루션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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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풀시스템은 IT 관련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전 분야에 자사의 문서관리 솔루션 개발 및 구축, 공급 및 유지관리 서비스,
금융 시스템 통합 구축 컨설팅 및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솔루션 개발 밎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업본부

에너지사업본부

ECM 솔루션 개발 및 구축

전문 시스템 통합(SI) 구축 컨설팅

신재생에너지 종합관리 솔루션 공급 및 구축

기업의 비정형 콘텐츠 라이프사이클 관리
통합 솔루션 개발/구축/공급/유지보수 서비스

금융권 비대면 채널 중심의
시스템 통합 설계/구축/컨설팅 서비스

신재생 에너지 거래 및 블록체인 기반
관리 솔루션 개발/구축/공급 서비스

솔루션 사업본부.

YEARS OF EXPERIENCE

USER OF SERVICES

OUR CLIENTS

2021년 RFS Agent 도입 기준

RFS Agent
수 많은 종류의 문서 중앙화 솔루션이 있지만,
고객이 가장 적합한 도입 방법을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문서 중앙화를 활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 로드맵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Ray Cloud

기업의 소중한 정보 자산 유출을 막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문서 생활을 누려보세요.

하이브리드 방식의 ECM을 통해
강력한 문서 보안과 원활한 협업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15년 이상, 60여개의 고객사, 30만명 이상의 기업 사용자와 함께하는

Ray Commendation

체계적인 문서관리, 문서 활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 생산의 환경까지 모두 제공합니다.

차별화된 문서중앙화/문서자산화 솔루션을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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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문서를 관리하세요.
편리함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는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문서를 쉽고 빠르게 찾아내어
고객이 가장 필요하는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RFS Agent.

기업 사용자가 PC 에서 문서 저장 시,
사내 중앙 서버(ECM)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구축합니다.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관리자의 관리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레이풀의 문서집중화/중앙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세요.

솔루션 구성

특장점
RFS Explorer
사용자 환경과 동일한 윈도우 탐색기 형태의 UI/UX 지원
쉽고 편리하게 ECM 활용

01

RFS Locking

문서 로컬 저장 방지
문서 로컬 디스크 저장 방지

02

프로세스 보호 및 매체 제어
프로세스 중단/레지스트리 수정 방지

확장자 변형/복사 및 이동 방지

USB/외장 디스크/네트워크 드라이브

로컬 디스크 문서 읽기전용 열기

쓰기 방지

기업 내부 사용자의 PC를 제어하여
로컬 디스크의 문서 및 프로세스 저장 통제

RFS Protect
ECM 에서 설정한 보안등급에 따라
인쇄/캡처/복사/완전삭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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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안전한 가상 디스크
보안이 우수한 가상디스크를 통해

04

강력한 권한 기능
등록된 보안 등급에 따라

로컬 디스크에 저장된 기업 문서

인쇄/화면캡처/클립보드 복사 방지

자산 유출 방지

임시 저장 문서 완전 삭제

Ray.Cloud
주요 기능

디지털 컨텐츠의 저장과 공유, 협업, 자료 보안, 정보 통합 등의 효율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부서 간 정보 공유와 공동 작업을 위한 다양한 기능과 함께 스마트한 협업 환경을 경험해보세요.

특장점
하이브리드 타입 인터페이스
네임스페이스 방식의 윈도우 탐색기와
네트워크 드라이브 방식의 윈도우 탐색기를 동시 제공

01

문서 Life-Cycle 관리

02

네트워크 드라이브 방식(물리적 접근)

문서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네임 스페이스 방식(메타정보로 접근)

생명주기에 따른 이력관리를

문서 로컬 저장 방지

위 두가지 하이브리드 형태의

한번에 모니터링

로컬 디스크 저장 방지 / 확장자 변형 방지

윈도우 탐색기/웹 ECM 환경 제공

복사 및 이동 방지 / 문서 읽기전용 열기 기능

파일 버전/이력 관리

폴더 및 파일의 생성 및 변경 이력 조회
버전 조회 및 시점 별 복원 가능

협업 기능 지원
사용자 별 접근 권한 설정 및
Drag & Drop 으로 편리하게 공유

12

03

변화 관리 최소화
엑셀 및 CAD 문서 저장 지원
써드파티 어플리케이션 사용 가능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04

시스템 안정성
다수의 사용자 환경에서도
시스템 확장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 지원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통한 검증 레퍼런스 확보)

Ray.Commendation
주요 기능

문서중앙화/문서집중화를 통해 저장되거나, 인트라넷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다양한 비정형 컨텐츠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산 할 수 있는 검색 솔루션 입니다. QA 검색, 자동분류 텍스트 분석, 서식문서 디지털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장점
검색 인터페이스 제공
웹/윈도우 탐색기 검색 결과를 동시 조회

01

사용자 지식정보 활용 가능

자연어 검색 지원

02

Paraphrasing, ETL, TA 기술 활용

휴가 또는 백신 접종 시 휴가 신청

으로 사용자 및 고객 의도 분석 등의

같은 의도에 정확한 질문으로

다양한 형태 분석 서비스 제공

답변 탐색 가능

서식 문서 디지털화

자동분류 기능 지원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에서 필요 추출 정보 선별 및
데이터 변환 후 구조화 하여 적재

AI 모델링 최적화 지능형 검색
사용자 질의 의도를 의미적으로 이해하고,
시스템에 산재된 데이터 내에서 하나의 정답만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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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다수의 검색 엔진 사용

04

다양한 문서 형식 지원

데이터 유형에 따른 적합한 검색엔진

PDF, DOCX, XLS, HWP 형식의

사용으로 최적의 응답을 선정

정형/비정형 문서 업로드 기능 지원

(MRC, FAQ, Table QA,
Passage Search Engine)

금융사업본부.
대고객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컨설팅

인터넷/스마트뱅킹
글로벌뱅킹
ODS

금융 SI 비대면 채널 서비스 전문 컨설팅
레이풀은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과

금융 시스템 통합 컨설팅

금융 디지털 전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금융,
비대면 시대에 부합하는
금융 채널 서비스 구축 전문 기업

고객의 사업 전략에 따라,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과
차별화된 비대면 채널 금융 서비스의 분석-설계-개발-구축까지

ONE STOP 시스템 통합 설계를 제공합니다.

특화 채널 서비스
고객관리(RM)
비대면 채널 확장 컨설팅

14

AI 기반 서비스
OCR/NLP 기반 RPA
챗봇 서비스

레이풀은 오랜 경험과 선제적인 학습으로 고객이 겪고있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금융 SI 사업목표.

고객의 니즈를 감각적으로 읽어내며 필요한 요건에 대해 제언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 IT 환경의 폭 넓은 이해도와 프로젝트 구축 성공사례를 통해 입증된
역량 및 노하우로 최적화된 시스템 통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품질 SI
통합 컨설팅 제공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관리 경험

1

각 파트별 전문 인력/팀과의 협업 체계
선진 개발 방법론 및 정보 기술 흐름에 따른 신기술 적용
비즈니스 환경의
기업 경쟁력 확보

3

2

고객 사업 목표
효과적 달성

업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대형 수행사와의 공동개발 등 다양한 개발 방식 지원

레이풀은 기술과 금융의 융합으로
고객의 Digital Transformation을 지원합니다.

15

에너지 사업본부.

RPS 종합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관리,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관리,
대금지급 등 RPS 의무이행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icrogrid 플랫폼
사용자가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UI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수집데이터셋의 알고리즘 분석으로 안정적인 DER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6

레이풀은 지속가능한 미래, 탄소중립을 위한 한 걸음으로 2019년부터 신 재생에너지 분야로의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습
니다. 발전소를 운영하여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RPS 공급인증서인 REC가 반드시 필요하며, RPS 공급의무
자인 고객사를 대상으로 RPS 종합관리시스템과 Microgrid 플랫폼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PS 종합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유형별 관리하는 자체건설 설비
신 재생에너지 연료 정보를 등록하고 발전

RPS 통합관리시스템은 의무이행 전반의
업무를 통합하여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적 및 인증서 발급 정보를 에너지원별,
설비별 관리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란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로,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제출하여 이행했음을 증명합니다.

연초 산정되는 공급의무량에 따른 이행계획 수립

0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확보

모든 종류의 RPS 계약을 등록하고 변경

이력을 기록, 변경사항에 대한 추적이 가능

계획적인 현물구매 관리
인증서 확보 현황을 반영하여 현물 구매 필

요량을 예측하고, 현물 구매 내역을 등록하
여 편리하게 관리

01. 의무이행 계획 수립

한 곳에서 관리하는 계약 정보

똑똑한 대금 지급
계약 및 SMP 정보를 반영하여 대금 정보

를 생성하고, 연동을 통해 대금정보 생성부

최적화된 정산정보 관리
엑셀로 관리하던 실적 제출 현황 및 정산

정보를 시스템화 하여 수기관리를 최소화

회원이 직접 등록하는 계좌정보
종이문서 보관 및 스캔등의 업무를 줄이고
언제든지 편리하게 계좌 정보를 조회

터 대조까지 자동화

자체조달 정보, 매매계약 공급인증서 대금지급, 현물구매 관리를 통해 인증서 확보 현황 관리

03. 의무이행
공급인증서 제출 현황 및 정산내역을 관리하고, 통계서비스를 통해 보전수익 확인

내 외부 보고자료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

회원용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공

을 확인

는 통계 정보를 업무 유형별로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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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및 모바일 회원 서비스

쉽게 보는 통계 서비스

을 통해 한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업무 현황

Microgrid 플랫폼.

주요 기능

모니터링 & 제어
실시간 수집되는 정보를 확인

Microgrid 플랫폼은 DER(Distributed Energy Resource)을

DER 제어 가능

디바이스 관리
디바이스 타입(PCS, 인버터, ESS등) 별
정보 확인 가능

활용하여 소규모 단위로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DER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사용자가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UI를 통해 제공하고, 알고리즘 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DER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01. DER 데이터 수집
Microgrid 플랫폼과 DER로 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

이력 조회

권한 관리

시스템이 저장되어 있는

Microgrid Platform에 접속할 수 있는

이력 정보 조회

사용자 별 권한 관리

스케줄링

데이터 모델 관리

DER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표준 모델 및 외부

알고리즘 실행 스케줄링 정보 관리

연동 모델 정보 관리

02. 알고리즘 분석
DER 상태 및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제어 및 이벤트 발생 DER 별 분석 알고리즘 적용

03. 제어
공급인증서 제출 현황 및 정산내역을 관리하고, 통계서비스를 통해 보전수익 확인

시스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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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시간 / 일별 / 월별로 발전, 충방전, 이벤트
발생한 정보를 시각화한 통계 정보 제공

고객사 및 파트너사.
레이풀시스템은 고객 및 파트너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파트너사

기업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하겠습니다.

금융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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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영업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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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풀시스템 본사

레이풀시스템 합정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H비즈니스파크 A동 1302,1303호

서울 마포구 양화로6길 9-28 삼양빌딩 2층

문정역 도보 5분 내 위치

합정역 도보 2분 내 위치

대표전화 02.511.2879 / FAX 02.541.6924

대표전화 02.3144.2563 / FAX 02.3144.2564

솔루션사업본부
영업대표 정구찬 상무

jungkc@rayful.com

금융사업본부
영업대표 이학구 이사

michael@rayful.com

에너지사업본부
영업대표 두영진 부장

peter@rayful.com

+821054459037

+821097834841

+8210836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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