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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리예술마을 내 위치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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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nter Bldg. 3F, 3-9-14 

Nishishinjuku, Shinjuku, 

Tokyo, JAPAN 160-0023

태국

JenniferSoft Thailand, 

1055/896, State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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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Bangrak, Bangk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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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니퍼소프트

대표이사: 이원영 |   설립일자:  2005년 1월 21일

자 본 금 :  5억

주요사업

애플리케이션 성능관리솔루션(APM) 판매, 

성능관리컨설팅 및 서비스

직 원 수

35명(한국 23명 / 일본 4명 / 오스트리아 3명 / 태국 4명/ 인도네시아 1명)



About JenniferSoft

JENNIFERSOFT COMPANY INTRODUCTION

애플리케이션 성능관리(APM)

솔루션 분야 국내시장 1위

(주)제니퍼소프트 는 애플리케이션성능관리(APM) 솔루션 분야에서 국내시장 1위

기업으로, 한국 최고의 성능분석 전문가들에 의해 정립된 성능이론(Performance 

Theory) 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립된

제니퍼소프트는 제품 출시 이후, 12년 동안 APM 분야의 성능 모니터링 및 성능

장애 해결 분야에서 다른 외산 솔루션을 제치고 시장점유율 65%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 공공, 제조, 유통, 통신 등 다양한 산업군의 총 1300여 개의

고객사에서 제니퍼소프트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성능 모니터링 및 성능

관리를 포괄하는 미래지향적인 포트폴리오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니퍼소프트는 성능관리 분야의 기술적 전문화, 제품의 고급화에 중점을 통해

APM  분야에서 꼭 필요한 (MUST HAVE) 성능관리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4

2017

05

06 국산클라우드쇼, 'IC3 2017' 컨퍼런스에 참여

2016년 APM 시장매출 272억원, 제니퍼소프트
시장점유율 1위 차지 (APM시장 보고서)

싱가포르정보통신(COMMUNIC ASIA 2017) 전시
참여

2017년 공공솔루션마켓 전시 참여

제니퍼소프트, 중소 SI에 APM제품 제니퍼

라이선스(기간 사용권) 무상 제공

인도네시아 수라바야(SURABAYA)개발자 컨퍼런스
2017 전시 참여

04

2016

회사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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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SW대상 대통령상 수상

제니퍼 국내 고객사 934 (해외 포함 1250고객사 이상)

인도네시아 (Indonesia) IRIS Networking Conference  

전시 참여

대한민국 SW대전, 소프트웨이브(Soft Wave) 2016 

전시참여

인도네시아 Indonesia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Exhibition 전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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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니퍼 국내 고객사 982(해외 포함 1285 고객사)



5

201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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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6

11

04

07 제니퍼 고객사 수 798 고객사 돌파
[해외 포함 900 여 고객사]

품질경영시스템인증 획득 (ISO 9001:2008)

JenniferSoft Japan "Interop Tokyo 2014 ’ 행사 참여

제니퍼소프트, HTML5 기반 ‘제니퍼 UI컴포넌트’ 오픈소스화

제니퍼 5 출시

제니퍼 고객사 수 820 고객사 돌파
(해외 포함 1000여개 고객사)

제니퍼 5 GS 인증 획득

2015년 신소프트웨어 대상 제니퍼5 

미래창조부장관상

2015년 스마트워크 민간부분 최우수상

2015년 제2회 대한민국품질소프트웨어 대상

최우수상

2015년 가트너 매직쿼드런트 APM 부분 등재

12

2014

회사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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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획득

제니퍼소프트와 엔코아, 
중국 킹디(ERP 기업)에 솔루션 공급
계약 체결

JenniferSoft JAPAN「Interop 
Tokyo 2013」 전시회 참가

10

2012년 매출 작년 대비 28% 상승, 
640 고객사 돌파

제니퍼소프트 본사 사옥 설립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 예술마을 내)

2011년 시장매출 100억 달성 및
순이익 전년대비 55% 상승

2012년 1분기 기준, 588 고객사 돌파

제니퍼소프트 유럽 법인 설립
(오스트리아 비엔나)

12

04

04

03

01

JENNIFER 4.5 GS 인증 획득

ROMANIA의 Castalia 와 채널
파트너쉽 체결

2011년 상반기 결산
전년 동일시기 대비 27% 플러스 상승

중국 TeamLive 와 채널 파트너쉽 체결

제니퍼소프트 고객수 492 고객사 돌파

네덜란드 델프트 제니퍼소프트
B.V 사무실 오픈

이스라엘 InfoManta와 채널 파트너쉽 체결

덴마크 Team Data ApS 와 채널 파트너쉽 쳬결

독일의 NuPSoft 와 채널 파트너쉽 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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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객사 수 726 고객사
돌파
(해외 포함 820여 고객사)

05

12

2013 2012 2011

회사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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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소프트 고객수 479 고객사
돌파 ( 글로벌 고객사 34고객사)

신소프트웨어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제니퍼소프트 네덜란드 법인 설립

제니퍼 4.5 릴리즈

필라넷과 파트너쉽 체결

닷넷 엑스퍼트와 파트너쉽 체결

마이크로소프트 REMIX10 
전시부스 참여

제니퍼 닷넷 제품 출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ISV 
Certified Partner 등록

12

11

호주 Softconnex 채널 파트너쉽 채결
신소프트웨어 대상 선정

오라클 오픈월드 전시회 참가

제니퍼소프트-유니버셜리얼타임
비즈니스 양해각서 채결, 
제니퍼 4.0 일본시장 런칭

중국 상해 NEC 솔루션 페어 전시회 참가

상반기 누적 고객사수 301개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

동부CNI와 파트너쉽 체결

동유럽 World IT Systems 채널 파트너쉽
체결
한국자바개발자 콘퍼런스 2년 연속
전시부스 참가
남미 OZ Global Software 채널 파트너쉽
체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우수기업 선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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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전체 누적 고객사 수 263개 돌파
(해외 9 고객사) 미국 샌디에고 CMG 성능
콘퍼런스 2년 연속 전시부스 참가

제니퍼4.0 및 이클루스 GS인증 획득

선테크서울 콘퍼런스 전시부스 참가

2008년 기술혁신 우수기업(이노비즈)에 선정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이노비즈(INNO-BIZ)인증

품질경영시스템인증 (ISO 9001:2000)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미국 샌프란시스코 자바원(JavaOne) 콘퍼런스
2년 연속 전시부스 참가

펜타시스템테크놀러지㈜ 채널 파트너쉽 체결
한국자바개발자 콘퍼런스 전시부스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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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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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니퍼 시장규모 54억 원 달성

신한은행, 고용정보원 등 전체 누적
고객 수 168개 고객사 돌파

미국 샌디에고 CMG 성능 콘퍼런스
전시회 참가

(주)다우기술과 전략적 파트너체결

(주)한국엠피릭스와 전략적
양해각서 체결

(주)제니퍼소프트 상호변경

미국 샌프란시스코 자바원(JavaOne) 
콘퍼런스 전시부스 참가(한국업체유일)

제니퍼 GS인증 획득

12 2006년도 제니퍼 시장규모35억,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69고객사

동경, 일본지사설립

삼성SDS와 제니퍼 공급 및 프로젝트
라이선스 계약 체결

제니퍼2.5.2.6 버전 출시

국민은행, 교육학술정보원(KERIS), 
동부건설,특허청 10개 고객사 납품계약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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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K텔레콤, 푸르덴셜, 산업은행, 기업데이터,
LG카드 등 17개 고객사 2005.12 납품 계약

데이타뱅크시스템 파트너쉽 체결

APM 솔루션 제니퍼(JENNIFER)2.0 개발/출시

아이티플러스,우노시스템즈(현 유니포인트) 

이인티그레이션, 이포넷 2005.01 등 파트너 체결

주식회사 자바서비스컨설팅 설립
(현 제니퍼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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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6 2005

회사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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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니퍼소프트는 설립 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수한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영업현금 창출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채무관리가 이루어져 부채비율도 낮으며 현금성 자산 보유

규모도 높아 전반적인 기업상황이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니퍼소프트는 건전하고 상식적인 투자를 통해 탄탄한

기업을 운영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크레더블(DNA) 신용평가>

재무구조 및 현황
JENNIFERSOFT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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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2015 스마트워크
최우수상

신SW상품대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제2회 대한민국
품질소프트웨어 대상

최우수상

• 2016년 대한민국 신 SW 대상 대통령상 수상

• 2015년 JENNIFER 5 GS 인증 획득

• 2015년 신소프트웨어 대상 제니퍼5 

미래창조부장관상

• 2015년 스마트워크 민간부분 최우수상

• 2015년 제2회 대한민국품질소프트웨어 대상

최우수상

• 2015년 가트너 매직쿼드런트 APM 부분 등재

(주)제니퍼소프트는 기업의 품질경영 및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통해 기술력이 있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혁신성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각종 인증을 통해 기업과 제품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향 후 21세기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핵심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니퍼소프트는 건실하고 건전한 기업경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기업인증 및 수상내역
JENNIFERSOFT COMPANY INTRODUCTION

가트너 매직쿼드런트
APM 분야 첫 진입



11

기업 부설 연구소 인정서 GS인증 ISO 9001 인증

INNO-BIZ 인증(A등급) 벤처기업확인서 대한민국 소프웨어대상

• 2013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획득

• 2011 JENNIFER4.5 GS 인증 획득

• 2010년 신소프트웨어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 벤처기업(연구개발기업)확인, 기업부설연구소인정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굿소프트웨어인증’

• (GS인증)(JENNIFER3.0/4.0, ECCLUS 1.0)

• ISO9001 인증

• 이노비즈(INNO-BIZ) 인증(A등급)

• 2009년 지식경제부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선정

• 신소프트웨어 대상

• 2008년 이노비즈 기술혁신 우수기업(머니투데이선정)

• 2006년 솔루션부분 히트상품(전자신문선정)

기업인증 및 수상내역
JENNIFERSOFT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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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일본, 중국 등 외국시장 진출 제품 판매, 

해외 지사 및 법인 설립(유럽,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주) 제니퍼소프트는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APM)솔루션을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하여 8년 연속 시장점유율 70% 이상을 달성하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좀 더 실용적이고 스마트한 웹 성능관리 모니터링 제품을 위해 연구

개발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양한 고객사 환경에서 적용, 운영 되면서 인증된 안정성을 바탕으로 높은 기술력, 기술지원, 교육 그리고

만족도 높은 고객 성능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SOLUTIO
N

SERVICE GLOBAL

GLOBAL

풍부한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통한 교육과

기술

지원 및 대 고객 서비스를 제공 성능관리, 

성능모니터링, 성능관련 교육

SERVICE

실용적이고 스마트한 웹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APM ) 솔루션 제공
SOLUTIONS

사업 분야
JENNIFERSOFT COMPANY INTRODUCTION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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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소프트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애플리케이션성능관리(APM)솔루션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기업이기에 보다 좋은

제품의 개발을 위해 구성원이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구성원의 삶과

일의 균형 . 자율적 환경에서의 소통과 공감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창의성과 열정 . 제니퍼소프트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니퍼소프트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기업 , 건강한 기업문화를 통해 ‘건강한 노동과

근사한 삶’을 실천합니다.

회사비전과 미션
JENNIFERSOFT COMPANY INTRODUCTION

정보화 기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응하여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기술은 자연과의 조화를

위하여 인간이 개발한 의도적 노력의 거대한 결정체

이며, 그 본연의 고유한 본성을 바탕으로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하는것이, 진정한

기술의 진보를 위한 노력임을 기억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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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소프트는 규모는 작지만 컴팩트하고 유연한 기업구조를 바탕으로, 세계의 어느 제품보다도 탄탄한 제품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제니퍼소프트는 모든 구성원이 수평적인 업무 문화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창의적으로 스스로의 맡은 바 역할을 전문적으로 해 내기 위해 , 우리는 항상 사유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니퍼소프트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것이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성능관리(모니터링)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JenniferSoft

국내, 국외

마케팅 홍보

해외법인

기술지원

기술교육

연구개발팀장

제품연구원

제품디자이너

오스트리아

일본

태국법인

채널영업

직판영업

비즈니스

파트너

영업총괄

채널영업

직판영업

비즈니스

파트너

경영지원

회계

CEO
카페

회사 구성
JENNIFERSOFT COMPANY INTRODUCTION

연구개발기술지원 마케팅 전략영업경영지원 제니퍼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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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파주 헤이리예술마을 내에 위치한 제니

퍼소프트는 2005년 설립된 국산 소프트

웨어 벤처기업입니다. 애플리케이션성능

관리(APM) 제품인 ‘제니퍼(JENNIFER)’를

개발하였으며, 전 세계에 법인 및 지사

등을 통해 제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철학

APM은 매우 전문적인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입니다. 그

렇다고 제품까지 무겁고 딱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니퍼는 편리함과 아름다움

을 제품에 담아, 고객이 좀 더 쉽고, 멋지

게 모니터링하는 것을 생각하며 개발한

제품입니다.

건강한 기업문화

제니퍼소프트는 삶과 일의 균형,자율적

환경,창의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가치중심적인 기업문화를 실천합니다. 유

목민의 마음으로 작지만 강한 기업,역사

는 짧지만 지속하는 기업, 부족하지만 모

두 함께 나누는 기업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회사 문화
JENNIFERSOFT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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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능관리 분야의 개척자로 제품 출시 이 후 한국 APM(Ap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시장의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제니퍼소프트는 한국 APM시장에서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제니퍼

출시 이후, 미들웨어의 한 축인 .NET기능 확대를 통해 기업 내 운영중인 JAVA 와 .NET환경을 동일한 수준에서 성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니퍼소프트는 애플리케이션성능관리, 즉 APM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 기능을 더욱 강화

할(DEEP DIVE) 계획입니다.

웹 시스템 성능문제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론과 앞선 기술력으로 APM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제니퍼소프트는 변화하는

IT환경과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기능개발과 기술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품 로드맵
JENNIFERSOFT COMPANY INTRODUCTION

2005년

제니퍼2.0

제니퍼3.0

2005년

제니퍼3.2

2006년

제니퍼4.0

- 다이나믹 프로파일링

- 다이나믹 스택트레이스 추출

- 진행중인 서비스 프로파일링

- 도메인별 통합모니터링 관리

- 모니터링 확장 어댑터 기능

- 실시간 통합 로그 모니터링

- 최종 사용자 응답시간 측정

- 멀티트랜잭션 연결 추적

- 업무별 성능 모니터링

- 쓰레드/메모리 상세 모니터링

2008~2009년

트리니아

- 3D기반의 서비스 관제

시스템 중소형 관제시스템의

구축

- 대용량 대규모 시스템

모니터링 입체화 자동화

인공지능화 시스템

2009년

제니퍼4.5

- 닷넷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SOA, ERP등)

- 보고서II(PDF)

- 성능 충이 비교 분석

2010년~2013년

제니퍼5 

2014년 출시
- 웹 서비스 사용자 응답 시간

모니터링

- 웹 서비스 중심의 실시간 토폴로지

뷰

· 스마트 프로파일링

- 클라우드 환경 지원

- 다양한 지원 플랫폼

(Java, .NET, PHP Monitoring)

- HTML5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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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FER 제품 도입 고객
약 1300개 고객사 (글로벌 포함)

제
니
퍼

누
적

고
객
사

수
(해

외
포
함

)

제니퍼 누적 고객사 수
JENNIFERSOFT COMPANY INTRODUCTION

매해 신규로 늘어난 JENNIFER 도입 고객사의 수는 내수시장과 글로벌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그리고 유럽에서 새로운 글로벌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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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소프트는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ONLY R&D기업으로, 국내 제품 공급은 유수의 채널 파트너사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사로는 넥스블루, 대상정보기술, 소프트센, 동부CNI, 데이타뱅크시스템즈, 싸이웰시스템, 이인티그레이션, 유니포인트,

유젠아이, 지티플러스, 제스트정보기술 그리고 펜타시스템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소프트센

국내 제니퍼소프트 채널 파트너 사 (가나다 순)

대상정보기술

지티플러스 펜타시스템테크놀로지

유니포인트이인티그레이션싸이웰시스템

넥스블루

데이타뱅크시스템즈

제스트정보기술유젠아이

해냄정보기술

국내 비즈니스 파트너
JENNIFERSOFT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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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소프트는 지난 12년간 외산 솔루션과의 치열한 경쟁 과정을 통해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차원 더 높이는 데에 주력해

왔습니다. 제니퍼소프트의 모든 제품은 비단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위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일본지사 설립 이 후, 굴지의 현지 고객 및 파트너사를 확보하였으며, 오스트리아 법인을 설립하여 유럽시장에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제니퍼소프트는 연구개발중심의 진정한 벤처기업으로서, 한국을 넘어 일본, 유럽,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성능관리 전문업체가 되고자 합니다.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JENNIFERSOFT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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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imension Italia s.r.l.

CeDimension Italy was founded in 2000 

by a group of professionals with 

experience in worldwide companies, 

developing market knowledge required to 

identify, deliver and support IT solutions 

to ensure the grow of large business 

organizations. CeDimension Is a Global 

Service Company delivering , joined to 

selected Prime Partners, Solutions based 

on XReport, its technologic platform, 

specially designed for centralized and 

distributed document / report 

management, archiving and publishing.
Via Roma 25, 20060 Vignate, Milano, 
Italia
Tel: (+39) 0295364313, 

Email: support@cedimension.it

Raxco Software

For over 30 years, Raxco helped 

companies to optimize their client / 

server environments.

Raxco now delivers powerful solutions for 

managing Windows, OpenVMS and UNIX 

environments.

The solutions offered Raxco reduce the 

cost of managing your systems over your 

entire network.

Raxco Software is specialized in tools and 

utilities for system and network 

management.

Belgiëstraat 14a, 5171 PN KAATSHEUVEL, 
Netherlands
Tel: +31 (0)416-365141, Fax: +31 (0)416-
365342, Email: info@raxco.nl

NupSoft

NuPSoft is a sales, marketing, 

development and support organization 

that provides robust and proven ‘State-

of-the-Art’ business solutions on a 

worldwide basis. NuPSoft has the 

expertise and market knowledge required 

to identify, develop, distribute and 

support high quality and effective IT 

solutions that meet the fast evolving 

needs of today’s major business 

organizations. NuPSoft HQ is based in 

Vienna, Austria. Branch offices are located 

in Germany and Switzerland.
www.nupsoft.com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JENNIFERSOFT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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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ise4IT

Expertise4IT is made up of consultants 

present for years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with particular expertise in 

the area of DBMS on z / OS and 

distributed systems. The company’s goal 

is to provide technological solutions, both 

in terms of software tools and consulting, 

to help companies manage their own IT 

system and application.

Expertise4IT S.r.l.  

Via Valtellina 20, 20159 Milano, Italy
Tel. +39 02 36551294, Fax +39 02 
36551391
Email: info@expertise4it.com
www.expertise4it.com

keFox

keFox solutions ltd.

Ever increasing demand for more 

efficiency and lower cost of operation 

requires innovative solutions to out-

perform your competition. keFox 

solutions provides a number of solutions 

and services which allow enterprises to 

leverage their investment more efficiently 

and help them to achieve their goals!

Atrium Business Centre, The Atrium, 
Blackpool Park,Cork, Ireland
Phone: +353-76-6060 008
Fax: +353-21-2380 201
Email: info@kefox.com
www.kefox.com

IS Solutions Plc

IS Solutions was formed in 1985 and was 

initially involved in hardware sales and 

facilities management. In 1989, we expanded 

the company with the creation of a software 

development division, which facilitated our 

movement into the growing area of 

application development, and this evolution 

continued with our entry into the Internet 

market in 1994.Our focus is on specifying, 

delivering and managing high quality website 

design and “line of business” development 

projects – we have successfully completed 

hundreds of projects for scores of clients and 

pride ourselves on our ability to create and 

maintain long-term.

Windmill House, 91-93 Windmill Road, 
Sunbury-on-Thames, Middlesex, TW16 
7EF, UK , Tel:+44 (0) 1932 893333, Fax: 
+44 (0) 1932 893433, Email:  
moreinfo@issolutions.co.uk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JENNIFERSOFT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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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tis

Vantis – Tecnologias de Informação, Lda.

More than ever, Companies are realizing 

that their success in an increasingly 

competitive marketplace depends, above 

all, from their ability to adapt to new 

circumstances and provide high-quality, 

highly reliable responses – fast. With our 

consultancy and products we can help 

achieve many important Projects, 

boosting productivity, saving money and 

enhancing security.

Portugal
Tagus Space, Edifício Galileo, R. Rui Teles 
Palhinha, 6 – 3ºG  2740-278 Porto Salvo
Tel. (+ 351) 214 212 658
Fax (+ 351) 214 212 660
Tm. (+ 351) 969 827 337 
Email: pt@vantis.pt

VBT

VBT Vizyon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Publishing Limited Liability Company

VBT has been operating from its head 

office in Istanbul as a value added 

distributors and system integrators since 

1993. VBT is proud to have a very 

talented and young team of more than 

50 IT professionals catering to the IT 

needs of more than 40 corporate 

customers spread over 4 different offices 

within Turkey. It is hardly surprising that 

VBT is now counted among the top 200 

IT companies in Turkey. VBT is a well-

established company that continues to 

grow in leaps and bounds

No: 8 Kat: 3 34752 Icerenkoy, Atasehir
Istanbul – Turkey 
Phone: +90 216 577 69 21 PBX 
Fax: +90 216 577 69 25
Email: ileisim@vbt.com.tr
www.vbt.com.tr

TONE Software Corportation

TONE Software Corportation is a high 

technology software development firm 

providing innovative enterprise-wide 

business computing solutions to Fortune 

1000 companies around the world. Based 

in Anaheim, California, TONE SOFTWARE 

is a privately owned technology company 

that answers to customers, not 

shareholders. With a firm foundation of 

proven ability spanning more than three 

decades, TONE has built a reputation for 

delivering premier software solutions and 

exceptional customer service and support 

24 hours a day, 365 days a year.

1735 S.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4
Phone: (800) 833-8663 / (714) 991-9460
Fax: 714-991-1831
Email: info@tonesoft.com
www.tonesoft.com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JENNIFERSOFT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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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 Global Software 

OZ Global Software is an enterprise 

solutions distribution company located in 

Newport Beach, California, with expert 

knowledge in Latin America and global 

market place. A with a long history of 

connecting valued solution providers and 

users from different market places, OZ 

Global Software is introducing JENNIFER 

to Latin American markets to bring a new 

breed of high-availability solution to the 

market.

124 Opal Avenue Newport Beach, 

California 92662, USA
Tel: 949-723-0644

info@ozglobalsoftware.com

www.ozglobalsoftware.com

Sun Software Brazil 

In business since 1985, Sun Software 

Brazil provides enterprise software, 

technical support, IT consulting/training 

to enterprise companies. Located in 

finance and technology center of Brazil, 

Sao Paulo, Sun Software specializes in 

products and services associated with 

IBM i-series and mainframe z/OS. Sun 

Software Brazil is proud to offer next 

generation monitoring solution, JENNIFER, 

to Brazilian market.
Rua Desembargador Eliseu Guilherme, 

84 – Conjunto 21, CEP 04004-030 – São 
Paulo – SP
Tel: (11) 2626-9414, 

sunsoftware@sunsoftware.com.br

www.sunsoftware.com.br

Pickett Computer 
Services Pty Ltd 

ickett Computer Services is an IBM 

Business Partner for the System i platform 

(AS/400, eServer iSeries and System i5) 

servicing Australian IT market. PCS 

delivers enterprise solutions through 

consulting services and/or combined with 

‘best of breed’ software developed by 

local and international companies.With 

over 15 years experience, PCS have 

generated a reputation for delivering 

quality results.Customers enjoying PCS 

technical support and implementation 

services include; Elders, IBM GSA, 

Westpac, IBS, AVON, Revlon and 

JenniferSoft.
2 Capri Close, Avalon Beach NSW 2107, 
AUSTRALIA
Tel: +612 9973 2511

support@pickett.com.au

www.pickett.com.au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JENNIFERSOFT COMPANY INTRODUCTION

mailto:info@ozglobalsoftware.com
http://www.jennifersoft.com/docs/en/www.ozglobalsoftware.com
mailto:sunsoftware@sunsoftware.com.br
http://www.sunsoftware.com.br/
mailto:support@pickett.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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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Nihon System 
Technology Corporation. 

Shin Nihon System is a total service 

provider with offerings in system 

integration, web 2.0, consulting for 

system optimization, and other services.

SNS building, 1-2-6, Higashinihombashi, 

Chuuo-ku, Tokyo, Japan
Tel: +81-3-5835-0671 
kanri@snsystec.co.jp

www.snsystec.co.jp

Pocket Pixel

ocketeers believe that everybody is 

different, and so do their needs. We 

believe that no two (even similar) 

organizations have exactly the same 

needs. Hence, we prefer to listen; and 

we’ll tailor solutions according to your 

goals.

Tel:+60392856991 
faeez@pocketpixel.com 
www.pocketpixel.com

OrioGlobal Co.,Ltd

OrioGlobal is a company total IT solution 

company which is offering solutions and 

services such as IT consulting, system 

development, solution distribution, and 

localization.

9F Higashikanda plaza building, 1-16-7, 
Higashikanda, Chiyoda-ku, Tokyo, Japan
Tel: +81-3-5833-8100 
orio_info@orioglobal.com

www.orioglobal.com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JENNIFERSOFT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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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hi Joho

Hitachi Information Systems provide 

outsourcing service, Network Service, 

system infrastructure service, system 

integration, software development, 

solution distribution and other IT services.

1-2-1, Osaki, Shinagawa-ku, 

Tokyo, Japan
www-staff@hitachijoho.com

www.hitachijoho.com

NEC Corporation 

With long history in IT information 

technology and networking business, NEC 

provides wide variety of technology 

services to Japan’s enterprise companies 

with mission to lead the IT trend in the 

market place.

turf 5-7-1 Minato-ku, Tokyo, Japan
Tel: +81-3-3454-1111http://www.nec.co.jp

NEC Soft, Ltd.

A Branch of NEC, NEC Soft provides 

consulting service, system development, 

software development, software 

packaging service, education, technology 

training,, technical support, and ASP 

business.

1-18-7, Shinkiba, Koto-ku, 

Tokyo, Japan
Tel: +81-3-5534-2222

http://www.nec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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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ze Consulting 
Japan, Inc.

Blaze Consulting Japan provides 

Ap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 

and consulting services as well as develop 

BRMS development tools.

6F Izumi Building, 2-22-24, Akasaka, 
Minato-ku, Tokyo, Japan
Tel: +81-3-5570-6088 
info@blazeconsulting.co.jp

www.blazeconsulting.co.jp

SSK (DALIAN)
DEVELOPMENT CO., LTD 

SSK services China IT market with 

comprehensive technology solutions 

offering with long business history.

China International Business Building the 
24F, Dalian development area, Dalian City, 
China
Tel: +86-411-8762-9069, Email: 
ssk002@sl-group.net

http://www.sl-group.net

DBA SYSTEMI 

Established in 1993, DBA Sistemi is a 

software distribution Company specialized 

in providing solution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the z/OS organizations. 

From the “good old” MVS utilities to the 

modern client-server environments we’re 

constantly looking at the newest products 

appearing on the international market, 

products that are then supported by our 

technical expertise to deliver to our 

Customers a complete solution based on 

excellent products and excellent 

consultancy services. Although we work in 

a very tough market, our approach led us 

to a significant success in terms of 

number and prestige of our references.

http://dbasistem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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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Ashisuto

Ashisuto distributes business software 

products in the systems control, database, 

analysis, security management, and other 

product areas. Ashisuto excels at 

selecting ideal products for the Japanese 

market, adapting them as appropriate, 

and distributing them nationwide with 

quality technical support and superior 

consulting.

http://www.ashisuto.co.jp/prod/jenni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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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ic,Ltd. 

Prologic Ltd. is a leading provider of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Prologic provides end to end IT 

solutions and services. Prologic

specializes in infrastructure and 

application development, database-

oriented solutions, network architecture 

and implementation, high-end system 

maintenance, connectivity and integration 

solutions, risk management and security.

http://www.prologic.co.il/

Ogx Singapore Pte Ltd was incorporated 

in 2010, as the first overseas venture for 

the Originex Group.

Value-added solution distributor 

Specialization in Networking and Security 

solutions in the market. We work mainly 

with our reseller partners in deploying 

solutions for many industry segments. 

Springboard for regional expansion for 

the Originex Group Extended our 

presence to Hong Kong currently.

http://www.ogx.com.sg/

OGX



CONTACT
AND FIND US
10859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헤이리 마을길 59-19

TEL 070-7006-9950

FAX 031-8071-6901~6902

www.jennifersoft.com

영업문의 / 비즈니스협력 / 제휴문의 / 글로벌

신광철 이사

010-2584-2393

070-7006-9955

www.facebook.com/Jennifersoft 

twitter.com/JenniferSof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