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 Stories: Ideas for Potential Players 

ICT/소프트웨어 

판매/서비스 SSH Communications Security 주식회사 
  동사는 타투 일로넨(Tatu Ylönen) 현 회장겸 CTO

(최고기술책임자)가 1995년에 설립한 보안관리 미들

웨어 분야의 선도기업이다. 일로넨씨는 인터넷에서의

시큐어 리모트 로그인(secure remote log-in)의 세계

표준인 프로토콜 “SSH”를 개발한 기술자. 동사는 회

사명으로도 되어 있는 SSH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다

양한 암호화와 인증기술 관련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동사가 일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Regional

Office로서 SSH Communications Security(주)(이하

“SSH사”)를 설립한 것은 2000년 4월. 일본진출 이유

는 첫째로, 일본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장의 규모이

다. 미국·유럽에 이어 세계 제3의 규모인 일본의 소

프트웨어 시장은 아시아 전체 시장의 약 반 정도를

차지한다. SSH사의  진 버나드 듀멜크(Jean-Bernard

Dumerc) 사장겸 CEO도 “일본진출은 전략적으로 필

요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두번째 이유는, 일본의 대학이나 기업이 높은 연구

개발력을 가지고 있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술력이 높다는 점이다. 1999년에 일로넨 회장이 일

본을 방문했을 당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하여

진출을 결정하고, 그 다음해에 서둘러 일본법인을 설

립했을 정도이다. 

업계 표준의 SSH 를 무기로 약진하는 

핀란드의 인터넷 보안 벤처 기업 

시큐리티 표준명인 SSH가 회사명으로 되어 있어서 일본에 진

출한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쉽게 인식되었다 

  핀란드는 최고의 휴대전화 제조회사인 노키아, 무

상 UNIX 계 기반 소프트인 “리눅스” 등을 만들어 낸

“북유럽의 IT 강국” 이지만, 또 하나 인터넷 세계에

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벤처 기업이 있다. 그것이 바

로 SSH Communications Security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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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일로넨이 SSH 프로토콜을 개발、 

SSH Communications Security Corp.를 설립 

일본에서의 최초 파트너인 후루카와(古河)전기공업이  

SSH IPSec Express Toolkit 을 채용 

일본법인 SSH Communications Security(주) 설립 

도쿄대학과 제휴, IPSec 과 PKI 기술의 공동 연구를 시작 

Hitachi Systems & Services 에 SSH IPSec Express Toolkit 의 라이센스

공여 

SSH Secure Shell 3.1 일본어판 발매 

아이즈(会津)대학과 SSH Secure Shell 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일본어도 능숙한 듀멜크 사장겸 CEO. “시간은 걸리지만 장기적

인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인” 

 



 

ICT/소프트웨어

판매/서비스 

  일본에서도 IT업계 특유의 경기 사이클은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 실적이 침체하고 있는 대부분의 IT기

업 가운데에서도, SSH사의 매출 실적은 변함없이 견

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광

대역 기반의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됨으로써 보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하나의 큰 요인이다. 

  “일본진출에 있어서 법규면에서 장벽을 느낀

적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듀멜크사장이지만,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일본의 비즈니스 습

관에는 곤혹스러운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계약에 이르기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일단 계

약이 체결되면 양호한 관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강조

한다. 구미의 기업과 같이 벤더를

빈번히 바꾸는 일이 적으므로, 일

본의 기업으로부터는 안정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듀멜크 사장은 일본의 IT시장을

“개발력이 있는 기업이 격전을

벌이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하나에서도 유

니크한 기술을 보유하고,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세심하게 준비하

는 것이 일본 시장에서 성공하는

필수조건이 된다. 

 

  SSH사는 솔루션 비즈니스의

전개를 겨냥하여 2003년 11월에

신규 브랜드 전략 제품인

“Tectia”을 투입한다. 규모가 작

으면서도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

을 지닌 SSH사의 일본에서의 새

로운 활약이 기대된다. 

  거기에다 범용성이 있는 SSH사의 유니크한 기술이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광의의 보안 암호·인증 방법은

많이 있지만, 전체적인 솔루션뿐만 아니라 코어기술

도 함께 제공하는 것은 SSH사뿐이다. 

 

  일본에서도 후루카와(古河)전기공업이나 Hitachi 

Systems & Services 등이 동사의 기술을 채용하였고, 

2001년에는 도쿄대학과 제휴하여 IPSec과 PKI(공개

키 기반구조)기술의 공동 연구도 시작되었다. 

【회사개요】

 설립    :

 자본금  :

 종업원수:

 사업내용:

 소재지  :

 

 URL    :

 모회사  :

 

 

2000년 4월 

1000만엔 

10명 

암호화·인증기술 제품의 판매, 기술지원, 커스터마이제이션 

도쿄도 미나토쿠 하마마츠쵸 2-7-1 하우스하마마츠쵸빌딩 5층 

(東京都港区浜松町2-7-1 ハウス浜松町ビル5階) 

http://www.ssh.com/jp 

SSH Communications Security Corp.(핀란드, 종업원 13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