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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01 
LG U+ 기업전문 대리점 (중부지사) 

엑티브정보통신㈜ 

설 립 년 월 2000년 11월 21일 

회   사   명 엑티브 정보통신㈜ 

대 표 이 사 류 수석 

소   재   지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88번길 18-12 주성빌딩3층 

상시 직원 수 30명 

대표번호  

엑티브 정보통신(주)는 국내 ISP 업체의 영업유통망으로서, 수많은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가장 최적의 시스템을 제안할 줄 아는 IT 컨설팅 업체입니다.  

유선 사업부 
1. 오피스넷(기업전용 인터넷) 
2. 인터넷 전화 
3. 대표번호 

무선 사업부 

1. LTE 라우터(M2M, 차량관제)  
2. IoT 상품(IoT헬멧, IoT Shop) 
3. 모바일 (법인 특판) 

SoHo 사업부(소상공인 전문) 

1.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 및 전화 상품 
2. 카드결제기 및 포스기 전용 LTE 라우터 
3. 모바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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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혁 

   
누적 개통현황 

      

년/월 

누적개통건수 

 

 

 

 

 

(단위:개) 

 
LG U+ 최우수  협력
업체(골드파트너) 등
록 

 
기업고객 10000 가입자 달
성 

 
IoT(사물인터넷) 사업 시
작 

 
LG U+(데이콤) 지사 1위  
5년 연속 수상 

 
개인고객 스마트폰 
판매 

 
기업 및 개인고객 2만 회선 
달성 / 지사 최우수 유통망 
선정 

 ,  
LG U+ BS Honor Club 선정 
(전국 대리점 상위 10개 시
상) 

 
LG U+  BS(기업)부문 최우
수대리점 선정(BP 최우수
상) 

  
  

  
  

 

LG U+ BS Premier 
Partner 

(엘지유플러스 기업부문  

최우수 파트너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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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티브정보통신㈜ 주요 고객사 
각 분야의 다양한 업체들이 엑티브정보통신㈜의 파트너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각 업체의 솔루션 환경에 맞춰 가장 적합한 서비스, 단말기, 요금제를 컨설팅 해 드립니다. 

㈜디안스 – 신개념 모바일 지능형 무인경비 시스템 

㈜엔이티 – 셀프 체크아웃 솔루션 

㈜맥스포 – 빗물감시 센싱 솔루션 

주식회사 원포유 – 국방형 영상전화기 

          한국도로공사 - VMS(도로가변 정보표지판) 

㈜메타씨티 – 무인결제 및 포스 시스템 

㈜파슨텍 – 스마트 방재관제 시스템  

            ㈜테크맥스텔레콤 – 재난관제 무선통신 솔루션 

㈜비갠 – 자동 기상관측 시스템 

㈜트라콤 – BIT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엘다임 - 생체인식 기술 인원 관리 솔루션 

동양BMS㈜ - 빌딩자동화 솔루션 

주식회사 호그린드론 - 농업용 드론 솔루션 

GS파크24㈜ – 무인 주차장 시스템 

           큐브소프트 – 태양열 에너지 모니터링 솔루션 

예쉬컴퍼니 - VR ZONE 

미디어셋 – 영상매체 광고운영 솔루션 

중앙제어시스콘 – 무인택배함 솔루션 

                   서천군맑은물사업소 – 상하수도 관제 

               인천소방본부 – 사고현장 영상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