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화재 및 지진에 대비한 원터치 멀티타입 통합방송 시스템)

•특허권 취득[오디오 디텍트를 통한 스마트 방송 시스템]

•특허권 취득[반응형 멀티핸들 기반의 오디오 시스템]

•특허권 취득[증강현실을 이용한 레이어 믹서 기반의 비디오 시스템]

•특허권 취득[UHD동영상의 스티칭 및 컷-아웃용 텔레스트레이터]

•특허권 취득[UHD동영상 스티칭 방법 및 그 장치]

•특허권 취득 [UHD동영상에서 관심영역의 실시간 자동추적을 통한 컷-

아웃 장치 및 그 방법]

• 이지고(EASYGO) 상표 등록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2017 
•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 지정 (조달청)

• 표창장 수상(산업통상자원부)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지정

•G-PASS기업 지정

•제이몬 이지고 v1.0 (GS인증_1등급)

•혁신기업 표창 [대구광역시장]

• 특허권 취득 [화재 및 지진에 대비한 원터치 멀티타입 통합방송 시스템]

2016
• (주)진명아이앤씨 테크노폴리스 신사옥준공

• 대구광역시 스타기업100 지정

•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연구개발특구)

• 특허권 취득 [사용자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스마트 방송 시스템 및 그 방법]

• 특허권 취득 [리버스 앰프음원 분배 장치 및 그 방법]

• 특허권 취득 [방송 출력 셀렉터를 통한 통합 방송 시스템 및 그 방법]

2015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 스타기업성과 우수기업 선정

• 조달청우수제품 등록 [지능형 방범·방재 CCTV 시스템]

• 지역주력산업육성 창의융합R&D 사업

• K 마크 인증 [화재 및 방범감시 시스템-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품질인증 [Q마크-CCTV 시스템-KTC]

• 성능인증 획득 [불꽃감지기술을 이용한 영상정보 안내 메시지 방송 및 방재, 

방범용 듀얼 영상처리 시스템-중소기업청]

•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획득 [good software 제이몬 인큐리티 V2]

• 특허권 취득 [스피커용 혼]

• 특허권 취득 [방송용 스위칭]

2014
• 제 45-00*****호 제이몬 (상표 서비스표 등록)

• ITSW융합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특허권 취득 [지능형 방범, 방재 및 사후처리 통합 트리플렉스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

• 특허권 취득 [멀티플 듀플렉스 네트워크 비디오 리코더 및 그 리코딩 방법]

• 특허권 취득 [영상정보를 이용한 안내 메시지 방송장치 및 그 방법]

• 특허권 취득 [영상수집 및 분배 서버를 이용한 영상 다중전송시스템 및 

그 방법]

• 특허권 취득 [UHD급 해상도를 지원하는 계층적 구조의 스위칭 장치 

및 그 방법]

2013
• 중소기업 산업대상표창 [대구광역시장]

• 전자·IT의 날 유공자포상 [대통령상]

• 대구지방법원 감사패수상 [대구지방법원]

• 제 10-13*****호 UHD급 해상도를 지원하는 계층적 구조의 스위칭 장

치 및 그 방법 

• 제 10-13*****호 UHD급 매트릭스 스위치 장치 및 그 방법 

• 제 10-12*****호 N-스크린을 적용한 매트릭스 스위치 시스템 및      

그 방법

2012
• 조달청 우수 제품 등록(디지탈 전관 및 비상방송, 다원화 AV&가상스튜

디오 시스템 외 37종)

•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 [지식경제부] 

• KEA 전자통신산업진흥회 회원가입 

• 조달청장 표창장 수상 [조달청] 

• 스타기업 인증 (대구시) 

• 기업부설연구소(II)설립 [경북대학교 테크노빌딩] 

• 광주사무소 개점 

• 대구수출기업 인터넷 인증 (대구상공회의소장)

• 프로그램저작권 등록 (JEMS6000전관방송), (스위처컨트롤러

3000sz)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K마크(3중화 AV통합 방송 시스템)

• 자율안전확인신고서 (K인증) (JBS-6200 / AV스위처)

• 벤처기업 인증 [기술보증기금]

• 특허권 취득 [방송서비스 삼중화시스템]

• 특허권 취득 [3D-TV용 역다중화 장치 및 방법]

• 특허권 취득 [3D-TV용 영상데이터 변환방법 및 장치]

• 특허권 취득 [통합방송시스템]

2011
• 소프트웨어 사업자 선정[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공장등록 [경북대학교 테크노빌딩 기업부설연구소] 

• 차세대선도산업 기술연구개발사업과제 성공 [대구광역시] 

• 대구지방국세청장 표창장 수상 [대구지방국세청] 

• 최우수기업 표창장 수상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중소기업청장 표창장 수상 [대구경북중소기업청] 

• ISO9001 인증 [음향, 영상 및 통신설비의 설계, 개발, 제조, 서비스]

•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인증서 [무선마이크]

• 전기자율안전확인신고증 [앰프, 리시버, 모듈레이터 등 다수]

•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등록필증 [통합컨트롤PC]

• 특허권 취득 [학교용 원격제어방송장치]

2010
• 부산사무소 개점 

• 한국MAS협회 회원사 등록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원사 등록

• 특허권 취득 [방송가이드 기능을 포함한 HD방송시스템]

•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대구경북중소기업청]

2009
• 한국감시기기 공업협동조합 회원사 등록 [보안용카메라 外] 

• 무역업등록 인증 [(사)한국무역협회]

•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신고확인증 [컴퓨터/PC]

• 특허권 취득 [연결구간 진단 가능한 디지털 네트워크 믹서장치 및 방법]

2008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원격제어 통합방송시스템] 

• 우수기업인 인증 [IBK기업은행]

• 성능인증 [방송사고대처가 용이한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

•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 [조달청]

• 특허권 취득 [방송사고대처가 용이한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

2007
• 대구광역시장 표창장 수상 [대구광역시] 

• 서울사무소 개점 / 전자파 적합등록

• 방송통신기기 인증 [Digital Network Mixer]

2006
• 모범기업인 표창장 수상 [대구경북중소기업청] 

• 경북체신청장 표창장 수상 [경북체신청]

• 특허권 취득 [방송제어용 카드]  / GQ마크 인증 [다중영상제어기]

• 프로그램저작권 취득 [Media School 3000sz]

• 상표권 취득 [MMschool]

2005
•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장 수상 [건설교통부] 

• 기업부설연구소(I)설립 [본사]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록 [정보통신/엔지니어링활동주체] 

• 한국방송제작 기술협회 등록

• 실용신안권 취득 [구내 유선방송장치]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2
• (주)진명아이앤씨 법인명 변경

1992
• 진명전자 사업자 등록·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HISTORY
(주)진명I&C는 

CCTV, 음향, 영상 전문업체로

최고의 제품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Jin Myung Information & Community 

|

|



특허증

MAS회원증 제이몬 상표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벤처기업확인서

강소기업우수제품지정증서(구내방송, CCTV)

K마크인증(성능)

대구수출기업인증

GS인증(제이몬인큐리티) 성능인증서

스타기업 100

G-PASS 지정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CERTIFICATION

Jin Myung Information & Community 

최상의 시스템 구축으로 

철저히 분석하고 개발하여 

품질 인증된 제품을 제공해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구내방송장치 우수제품

핵심기술

적용기술

화재 및 지진 대비 원터치 멀티타입 통합 방송시스템(특허 제 10-17*****호)

▶ 재난 감지 및 지문인식 기능 개발

▶ 진동센서를 통한 지진감지 및 화재 수신 – 다중제어 및 동기화 처리 

사용자 인터렉션을 지원하는 스마트방송 시스템 및 그 방법(특허 제 10-16*****호)

세미 방송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방송  방법(특허 제 10-17*****호)

방송출력 셀렉터를 통한 통합방송시스템 및 그 방법(특허 제 10-16*****호)

리버스 앰프 음원 분배 장치 및 그 방법(특허 제 10-16*****호)

지정번호 2015067

|

|

본 기술은 화재 및 지진에 대비하여 진동센서를 이용한 원터치 멀티타입 통합방송 시스템으로써 이전의 전관

방송 시스템의 문제점(화재에 대한 대응과 방송실에서만 방송이 가능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기존의 화재방송 

외 지진방송 및 멀티, 원격방송 등으로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안전한 곳에서 방송을 할 수 있으며 

대형  인명피해를  조기에  예방하는 기술임

방송시스템의 일원화로 사용자 편리성 극대화

입출력 리버스를 통한 시스템 구축 축소화

영상감시장치(CCTV) 우수제품

적용기술

지능형 방범·방재 및 사후처리 통합 트리플렉스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특허 제 10-10*****호)

시그널 퍼지규칙을 이용한 화재 불꽃 감지 방법(특허 제 10-10*****호)

▶ 불꽃 감지기술을 이용한 영상정보 안내 메시지 방송 및 방범·방재용  듀얼 영상처리  시스템

▶ 카메라, 센서 등으로 감지한  신호와 촬영한  영상의 분석을 통해  범죄나 화재 등의  사건 감지

사건 발생 시 현장 상황에 맞 는 다양한 안내방송의 출력 및 비상조치/사후처리 결과 피드백 시스템   

지정번호 2015067

|

|

핵심기술

본 기술은  불꽃 감지기술을 이용한 영상정보 안내 메시지 방송 및 방재・방범용  듀얼 영상처리  시스템으로써 

카메라, 센서 등으로 감지한  신호 및  촬영한  영상 분석을 통해  범죄나 화재 등의  사건을 감지하여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안내 방송의 출력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으며 사후처리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는  기술임

HD-SDI
IP Packet

Signal





구내방송장치 주요실적

적용범위

적용기술

사업영역

공사실적

체육/ 문화 / 관광 / 종교 /교육 시설 및 기관

화재 및 지진 대비 원터치 멀티타입 통합방송 시스템(특허 제 10-17*****호)

▶ 재난 감지 및 지문인식 기능 개발

▶ 진동센서를 통한 지진감지 및 화재 수신 - 다중제어 및 동기화 처리

지정번호 2015067

|

|

가온누리테마파크 보성문화예술회관

비슬산 유스호스텔

대구경신고등학교 대구국제공항

대구시민 운동장
포레스트 아레나

PA및 음향 시스템 설계시공 

▶ 소방법규에 의한 건물 비상방송 설비(비상방송)

▶ 공지사항 전달을 위한 전관방송 설비(전관방송)

▶  회의실 음향설비(마이크 시스템 포함)

▶ 일반 강의실·시청각실 음향설비(강의용 엠프)

영상 시스템 설계시공   

▶  PROJECTOR를 이용한 대형 영상설비

▶  대형 LED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영상 시스템 설비

▶   편집 녹화 LIVE 중계가 가능한 스튜디오 설비

인터넷 방송시스템 설계시공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설비

▶ VOD를 이용한 인터넷 방송설비

▶ 스케쥴러 기능의 인터넷 방송설비

특수음향 시스템 설계시공  

▶ 대공연장/문화예술회관/시민회관 음향설비

▶ 체육관/운동장/강당 음향설비

▶ 국제회의장/대규모 연회장 음향설비

▶ 기타 문화예술 공간 음향설비 및 부대 전동설비

IPTV시스템 설계시공  

▶    IPTV방송국 설비(B-CAM, DIGITAL,전문방송국 설비)

▶   영상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설비(방음, 흡음, 차음, 방진 설비)

▶   영상 편집 설비(NON-LINEAR SYSTEM)

CCTV시스템 설계시공 

▶  옥내·외 CCTV방범설비/NVR저장방식

▶ 통합관제시스템 설비공사 

▶  지능형 원격감시제어설비(T1.E1.ISDN용 CODE제어방식)

속초시 문화회관 재설비(리모델링) 통신공사 관급 음향영상설비

경북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방송장비)

중구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AV설비

화성동탄2 제3고등학교 구내방송장치 설비

충북 석장중학교 신축 통신공사 방송장비 

전남 장흥 관산중학교 구내방송장치 구입

비슬산 유스호스텔 건립공사 AV설비

삼국유사 가온누리 테마파크 조성사업 방송설비

DGB대구은행 IP-TV기반 영상방송국 구축 사업

전남 함평 골프고등학교 통신공사 구내방송장치 구입

임실치즈테마파크 야외공연장 음향장비 구입

광주교육대학교 화장실 자동음향

대구광역시 서구비원 건강증진센터 전관방송설비

경상북도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방송장비

인천 길상초등학교 디지털방송 구내방송장치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방송장비 구입

대구 대명사회복지관 건립공사

경북 영천 금호체육관 AV설비/무선장치 등 10종

대구 달서구 월배국민체육센터 방송장비 설치공사

대구 경신고등학교 방송장비

경남 양산 물금동아중학교 방송시설 개선

대구국제공항 비상방송설비 

수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방송설비 구입



영상감시장치(CCTV) 주요실적

적용범위

적용기술

사업영역

공사실적

체육/ 문화 / 관광 / 종교 /교육 시설 및 기관

불꽃 감지기술을 이용한 영상정보 안내 메시지 방송 및 방재・방범용  듀얼 영상처리  시스템

▶ 지능형 방범·방재 및 사후처리 통합 트리플렉스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특허 제 10-1466004호)

▶ 퍼지규칙을 이용한 화재 불꽃 감지 방법(특허 제 10750635호)

대구시청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경주시청 어린이보호구역 CCTV구축

달서경찰서,성서경찰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대구시 농수산물센터 CCTV구축

대구사격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대구 달서구 통합관제센터 CCTV인프라 구축 설비

대구 능금시장/삼미시장 2차 아케이드 CCTV설치공사

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공사 

목포 해양수산청 흑산도항 CCTV설치(구매)

강원도 창조마을 조성사업 CCTV설치공사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CCTV설치공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방범용 CCTV설치공사

한국 코메디 창작촌 CCTV설치공사

영광 한빛 원자력 발전소 CCTV설치

출판산업 지원센터 CCTV설치(구매)

가야산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CCTV설치(구매)

성주군청 CCTV설치공사

성주군 가야국 역사 자연개발공원 CCTV설치공사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CCTV설치(구매)

SW융합기술센터 CCTV설치(구매)

세종대왕 왕자태실 생명문화공원 CCTV 제작설치공사 외 40여건

지정번호 2015067

|

|

생명문화공원 대구스타디움

종교시설

경북대학교병원 학교

영광 한빛 원자력 발전소

CCTV시스템 설계시공 

▶  옥내·외 CCTV방범설비/NVR저장방식

▶ 통합관제시스템 설비공사 

▶  지능형 원격감시제어설비(T1.E1.ISDN용 CODE제어방식)

특수음향 시스템 설계시공  

▶ 대공연장/문화예술회관/시민회관 음향설비

▶ 체육관/운동장/강당 음향설비

▶ 국제회의장/대규모 연회장 음향설비

▶ 기타 문화예술 공간 음향설비 및 부대 전동설비

IPTV시스템 설계시공  

▶    IPTV방송국 설비(B-CAM, DIGITAL,전문방송국 설비)

▶   영상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설비(방음, 흡음, 차음, 방진 설비)

▶   영상 편집 설비(NON-LINEAR SYSTEM)

PA및 음향 시스템 설계시공 

▶ 소방법규에 의한 건물 비상방송 설비(비상방송)

▶ 공지사항 전달을 위한 전관방송 설비(전관방송)

▶  회의실 음향설비(마이크 시스템 포함)

▶ 일반 강의실·시청각실 음향설비(강의용 엠프)

영상 시스템 설계시공   

▶  PROJECTOR를 이용한 대형 영상설비

▶  대형 LED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영상 시스템 설비

▶   편집 녹화 LIVE 중계가 가능한 스튜디오 설비

인터넷 방송시스템 설계시공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설비

▶ VOD를 이용한 인터넷 방송설비

▶ 스케쥴러 기능의 인터넷 방송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