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1호 탐정 법인

주식회사



안녕하십니까

국내 1호 탐정 법인 ㈜WIN-WIN(윈윈)입니다.

「WIN-WIN」 이라는 회사명은 고객과 저희 윈윈이 상생하자는 뜻입니다. 

고객, 윈윈, 윈윈의 구성원, 윈윈과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진심과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

10년 이내 ‘윈윈’이라고 하면 누구나 국내 최고의 탐정 기업을 떠올리게 만들겠다는 포부와 자신감도

담겨있습니다. 

㈜윈윈은 언제나 고객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고의 역량과 정확한 업무 처리로

고객님에게 만족도 높은 결과를 보여드리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인사말

WIN-WIN :
모두에게 유리한

서로 좋은
상생



회 사 명

대 표 이 사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식회사 WIN-WIN(윈윈)

안 남 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7 정풍빌딩 501호

031 – 736 – 0717

031 – 736 - 0718

회사정보

회사연혁

2020년 07월 18일

2020년 08월 01일

2020년 08월 05일

2020년 10월 27일

2021년 01월 09일

2021년 01월 22일

2021년 06월 16일

2022년 04월 28일

2022년 05월 20일

주식회사 WIN-WIN(윈윈) 탐정 법인 설립

탐정중앙회(FPI) 제휴 협력 체결

탐정법인 최초 뉴스 출연 [채널A 뉴스] 

중앙전파관리소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공식 허가 등록 (브랜드명 : 에스코트)

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탐정창업실무아카데미’ 개설

대한탐정협회(PDA) 제휴 협력 체결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베트남 HANQUOCTOURCOM VIET NAM CO.,LTD 과 업무 협약

대한첨단디지털탐정협회와 제휴 협력 체결



㈜ WIN-WIN(윈윈) 탐정 고문

대한탐정협회(PDA) 중앙회 부회장

대한탐정협회(PDA) 탐정사 실무 자격 과정 교수

탐정중앙회(FPI) 운영위원

탐정중앙회(FPI) 명탐정사 실무 자격 과정 교수

대한첨단디지털탐정협회(KADDA) 탐정사 실무 자격 과정 교수

한국탐정정책학회 디지털탐정전문위원회 위원

하나로신문 사회부 기자

부부심리상담사 1급

[저서] 탐정이론과 실무(공저)

류형복

대표탐정소개



탐정부경영지원부

회계/감사팀

대표이사

총괄이사

고문

불법감청설비탐지부

◆윈윈소속직원 : 전문탐정 5명 + α(교육생), 불법감청설비탐지및디지털보안전문 2명, 사무직 1명

◆윈윈소속프리랜서전문탐정 : 7명협업

◆대한첨단디지털탐정협회(KADDA) 2차교육기관(창업및현장실무교육전담)

◆대한탐정협회(PDA), 탐정중앙회(FPI) 업무제휴

조직도

개인업무팀

기업및 VIP 업무팀

해외업무팀

개인업무팀

기업및 VIP 업무팀

개인업무팀

마케팅팀



다양한 현장 경험과 오랜 경력을 가진 전문 탐정이 고객님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드립니다. 

- 기업이나 단체, 개인의 횡령, 사기, 산업스파이 관련 사실 확인 조사

- 배우자의 외도 증거 사실 확인 조사

- 행적조사를 통한 사람 찾기

- 스토킹 사실조사 및 개인의뢰인 신변보호 업무

- 개인, 가정, 기업이나 단체에서 의뢰하는 모든 사실 관계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조사

※ 횡령 및 사기 사건 해결에 독보적 노하우 및 잃어버린 가족찾기 성공 사례 다수

01탐정서비스업무

업무분야



도청 장치, 불법 촬영 장치(몰카), 위치추적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모든 곳에

㈜윈윈의 탐지 전문가가 방문하여 최신 장비로 현장을 확인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해드립니다.

※ 중앙전파관리소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공식 등록허가 업체

- 자동차, 집 등 개인 생활공간

- 집무실, 회의실, 중역실, 연구실 등 중요한 정보가 처리, 공유되는 공간

- 공공기관, 대형건물, 학원, 숙박업소, 기숙사, 탈의실 등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

업무분야

02불법감청설비탐지업무



㈜윈윈의 디지털 보안 전문가가 모바일 기기의 악성 스파이앱을 탐지하고, 제거합니다.

유해 어플 분석을 통해 악성 앱이 침투할 수 없도록 방지 시스템까지 구축해드립니다.

-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악성 스파이앱 침투 방지

- PC, 노트북에 대한 악성 바이러스 침투 방지

- 기업의 CEO, 주요 임원, 고위 공직자, 핵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연구원,

보안 업무 담당자의 스마트폰 해킹 검사

- 스파이앱, 소셜 엔지니어링을 이용한 침투 방지

업무분야

03디지털보안업무



대한민국 최초 1년간 자립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교육 과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타 탐정기업과 확실한 차이를 두고있는 탐정 창업 교육 과정

- 3개월 간의 이론/실무/현장 교육 이후 9개월간 계속적으로 현장 업무를 직접 경험하는 장기 현장 교육 진행

- 교육 주차 별 독립창업자와 미독립자에게 매월 300만원 상당의 업무 제공 및 협업 시 일일 비용 지급 조건

- 윈윈 탐정 법인의 대표 탐정이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체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술한 학습 교재 사용

- 대한민국 3대 대표탐정협회의 실전 교육 전담 기업으로서 최고의 실전 실습 노하우 전수

- 탐정의 업무 역량을 높여주고, 현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완성형 탐정을 배출하는 교육 프로그램

- 기초 교육부터 창업 교육까지 탐정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된 실전·실무 교육

- 자세한 내용은 ㈜WIN-WIN(윈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업무분야

04탐정창업교육과정운영



http://www.2win.co.kr (홈페이지)

http://www.x-spy-x.com (불법감청설비 탐지팀 에스코트)

https://blog.naver.com/2win_ (블로그1)

https://blog.naver.com/2win__ (블로그2)

◆ 대표번호 : 1688 – 9125  /  1688 - 9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