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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펙트는 그 누구보다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길을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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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딥펙트

이경빈

2015.03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61, 605

보안서버 / 근태관리 솔루션 / 그룹

웨어 / IT 전반 컨설팅

DEEPACT
DEEP + IMPACT



2019.09 근태관리 솔루션 랩업 서비스 시작

2018.10 코리아SSL 상표권 등록

2017.12 데이터암호화 관련 특허 등록

2017.05 보안솔루션 저작권 등록

2017.03 인터넷 보안 인증서 코리아SSL B2B 서비스 시작

2017.03 보안인증서 프리미엄 리셀러 승인

2015.05 Microsoft BizSpark 승인

2015.03 법인설립

2015년부터 지금까지 더 나은 IT 생태계를 위해 걸어온 길 입니다.
딥펙트는 태생부터 솔루션 회사입니다.

2021.05 기술신용평가 인증 T4 획득

2021.04 피코UI 저작권 등록

2020.07 코리아SSL X 위시캣 제휴

2020.04 코리아SSL X 패스트파이브 제휴

2020.01 그룹웨어 피코피스 베타 서비스 시작

2019.10 인터넷 보안 인증서 코리아SSL B2C 서비스 시작

2019.09 랩업 X 제이트라넷 제휴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은 지금도 검증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기술력은 언변이 아니라 기술 특허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보안 관련
기술특허

기술신용평가 T-4
인증

보안솔루션 레드망토
저작권등록증

UI 프레임워크 피코UI
저작권등록증



three Symbols, is DEEPACT!

세 개의 심볼, 이것이 딥펙트 입니다!



웹 화면은 왜 윈도우즈 처럼 창을 쉽게 컨트롤 할 수 없을까요?
기존 웹 UX/UI 을 벗어나 윈도우 방식의 Web OS로 Pico UI가 웹 생태계를 바꾸겠습니다.

窓

창, window

Widget

Dock

Window

Shortcut

Statusbar

Resizing

Multi

pico-ui.com



코리아SSL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저가로 지켜 드리고 있습니다.

보안인증서 / 코드사이닝 / 보안메일 / 문서보안

防牌
방패, shield

koreassl.com

현재도 많은 대기업, 공공기관들이 타 업체에서 코리아SSL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간단하고 스마트하게 근태관리 하세요.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편리한 근태관리가 가능합니다.

簡單

간단, easy

wrapupapp.com

Beacon

Wifi

GPS

Beacon



서 비 스 소 개 가 너 무 짧 았 나 요 ?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koreassl.com

wrapupapp.com

pico-ui.com

picoffice.com

百聞不如一見 백문이불여일견



딥펙트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해주세요.

성공적인 상생의 파트너, 딥펙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61, 605호 주식회사 딥펙트

Tel 02-717-4320 / Fax 070-8255-4320 / Phone 010-2480-4320

감 사 합 니 다 .

DEEPACT.COM | deepact@deepac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