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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ZENSOFT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루젠소프트는 휴폐업조회, 당좌거래정지 서비스 등 OA(사무자동화)를 주력사업으로하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 메시징 서비스, 웹호스팅, SI사업, 솔루션 사업 등의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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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루젠소프트 대    표    자 송 관 호 

사  업  분  야 OA, 서버 호스팅, 컨설팅, IT Outsourcing 사업자 등록번호 119-18-58572 

주           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33-76 

연    락    처 TEL : 070-8742-2515                              E-MAIL :  help@luzensoft.com                                      

회사 설립 년도 2010년 7월 01일 

특          징 

- OA : 휴폐업조회, 당좌거래정지, 기업정보조회, 전자세금계산서 Hub 

- Solution : e-HR, Social Commers, Groupware, .NET Framework (CS/WEB) 

- Hosting : Message(SMS/MMS), Web(Lunux/Window) 

- PHMS : Product Histor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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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주요 성과  

2010.07 루젠소프트 설립 

2010.07 Luzen Browser 개발, 휴폐업조회 서비스 오픈 

2010.10 HR 시스템 오픈 

2010.11 MyBill 시스템 오픈 

2010.12 당좌거래정지 서비스 오픈 

2011.03 당좌거래정지 알리미 서비스 오픈 

2011.03 휴폐업조회 ERP/기간계 시스템 연동 기능 추가 

2011.04 기업정보 조회 서비스 오픈 

2011.04 소셜커머스 솔루션 개발 

2011.05 또세일 오픈 

2011.06 홈페이지 리뉴얼 

2011.08 웹 호스팅 오픈 

년  도  주요 성과  

2011.12 SMS센터 오픈 

2012.02 휴폐업조회.com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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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ZENSOFT 
2. 조직구성 

루젠소프트의 조직은 서비스(OA), 솔루션, 호스팅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IT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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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젠소프트 

서비스 솔루션 호스팅 고객지원 

 사용안내 

 기술지원 

 세무처리 

 사무 자동화 

서비스 개발 

 서버 호스팅 

 기업 메시지  

   서비스 

 솔루션 기획 

 솔루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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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ZENSOFT 
3. 주요 사업분야 

루젠소프트는 전 사업분야에 걸친 차별화 된 전문기술과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Brain 

집단이며, 21C 성공 비즈니스의 동반자로서 전문화된 기술과 특화된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에 맞는 

사업영역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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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젠소프트는 ASP 사업에 대한 경험 및 차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솔루션, 호스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OA서비스 

고객지원 

 휴폐업조회 

 당좌거래정지 

 기업정보조회 

 MyBill (전자세금계산서 수집 시스템) 

 Linux Server 

 Window Server 

 SMS/MMS 

 전자시스템 통합/구축 

 업무프로세스개선 

 전자, 금융, 공공 등의          

   다양한 업종 

 패키지 S/W 개발 및 판매 

 사용안내 

 기술지원 

 세무처리 

호스팅 

솔루션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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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ZENSOFT 
4. 주요 서비스-휴폐업조회 

고객사의 정확한 세무처리를 돕기 위해서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의 휴페업 상태 및 사업자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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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대행요청 

조회결과 확인 

휴페업조회 연동(ERP/회계 등) 

조회결과 수신 (E-Mail/SMS) 

조회결과 엑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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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ZENSOFT 
4. 주요 서비스-당좌거래정지조회 

당좌거래정지자를 조회하여 부도어음 발행인을 금융기관의 거래에서 일정시간 배제시켜 어음 거래의 안정성과 

유통성을 확보, 한발 앞선 채권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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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스케쥴 지정 

조회 결과 수신방법 설정 

조회 대상 등록/수정 

조회결과 수신 (E-Mail/SMS) 

조회결과 엑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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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ZENSOFT 
4. 주요 서비스-MyBill 

세법 변경에 따른 고객사의 세금계산서 관리 업무 증가, ESERO 세금계산서 현황을 실시간 연동 기능을 통해 

매입매출 자동대사, 부가세 신고, 매입세액 자동분개 등의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AGE 9 

이세로 자료 수집 

매입/매출 자동대사/합게표 

매입/매출 상세자료 

조회결과 수신 (E-Mail/SMS) 

환경설정(수집시간,인증서관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