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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배경1
정보보안의 필요성과 법규제도, 정보유출피해 환경 등으로 부터 개선방향을제시 합니다.

정보보안의 필요성

현 보안관리 시스템 문제

정보보안 통합관리엔진 솔루션

솔루션의 특장점 및 경쟁력

1-1.

1-2.

1-3.

1-4.



정보보안이 왜 필요한가?

재택근무 활성화, 비대면 언텍트 시대! 강화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중요한 기업정보문서 공유, 개인정보유출, 업무·근태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

의료분야 환자진료내역유출 문제

기업내 중요정보문서 공유 문제

공공기관 개인정보유출 문제

원격업무시간관리 문제

비대면 근태관리 문제

PC ON/OFF 그린IT 환경관리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자산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비용문제

노후 된 시스템 취약점검 및 안전성

정보유출관리 비대면 업무·근태관리 자산비용관리

1-1. 정보보안의 필요성 4



대다수의 유출피해는 내부자의 매체복사로 발생

해킹, 악성코드와 같은 외부공격보다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인적사고, 악의적 행위, 내부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높음

70.5%

65.1%

14%

14.9%

해킹, 악성코드 등
외부공격

내부직원의 실수로
인한 유출

내부 직원에 의한
고의 유출

1.1%

개인정보침해신고상담건수 민간기업

40.4%

19.2%

22%
56.6%

내부직원의
실수로 인한 유출

해킹, 악성코드
등 외부공격

내부 직원에
의한 고의 유출

<출처 : 행안부 개인정보위원회 2019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공공기관

159,255 85.4% 59.6%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내부인의 보안관리가 가장 필요, 
안전관리조치가 필수

1-1. 정보보안의 필요성 5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

지난2019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제보 1,083건, 정품 미 보유 63% 일반 사무용541건

사용환경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리 및 법적 책임문제 발생

소프트웨어정보 관리로 기업의 이미지제고 및 책임관리필수

2019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통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엔젤’ 서비스 통계 발표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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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대다수 기업 및 기관의 보안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대부분 기업과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인지 및 시스템 기 구축 후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 부담 및 실시간 사고발생에 대한 대응력과

보안전문인력 부족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기술고도화에 따른 개선사항 필요

1-2. 현 보안관리 시스템 문제

보안위협 증가

보안전문성 부재

보안효율성 저하

내외부에 의한 개인정보 및

기업중요자료 유출증가

표준관리 도구 부재, 노후 된

기존 시스템(MDM,EMS) 

유지문제

컴플라이언스 준수 상시점검

및 보안운영 미흡

업무생산성 저하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자 업무

과중 및 사용미숙

기존 보안 시스템
MDM,EMS

7



1-3. 정보보안 통합관리엔진 솔루션 8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wizM 하나로 해결가능

정보보안 통합관리엔진 솔루션인 wizM으로

정보보안유출사고, 시스템 유지 비용관리, 비대면 업무·근태관리, 불법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PC 올인원으로

한번에 관리

노후시스템 관리 및

비용문제 해결

엔진조합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

보안유출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해결

wizM 통합관리엔진 솔루션으로 해결하십시오.



1-4. 솔루션 특장점 및 경쟁력 9

wizM 경쟁력

wizM은 타 제품 대비 편리한 운영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솔루션입니다.

필요기능통합관리가능한
일체형솔루션

기능선택·조합가능한
맞춤형솔루션

기능대비경쟁력
있는가격

제조 공장의 넓은 생산현장 라인에 흩어져

있는 공용업무 PC들에 MES, 백신 등 SW의

설치, 강제배포, 버전업 등 원격지 PC들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한번에 설치하고

통합적으로" 중앙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

각 제조기업의 비즈니스 상황과 업무 특성 및

규모에 맞게 필요한 기능을 선택, 조합 구성이

가능하여 업무시스템과 PC 운영에 부담을

최소화하고 라이트 한 운영이 가능

대부분 제조기업은 보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나 비용, 전문인력 부족, 유지관리 등

현실적 문제에 직면, 

이를 위해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비용

효율성 있는 구축 및 운영 유지보수를

위한 경쟁력 있는 가격 정책을 제공

(타사의 경우 각 기능을 각 별도 SW/앱으로 제공 -

개별 구매, 설치, 개별 관리 필요하며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 시 불필요한 기능 강제

설치로 무거운 프로그램 운용)

(타사의 경우 각각의 기능에 대해 별도의

SW/앱으로 별도 구매 및 별도 설치가 필요)



제품소개2
wizM 정보보안 통합관리엔진솔루션을 소개하고, 솔루션을 적용시 기대효과를제시합니다.

제품개요

제품적용사양

구성도안내

주요기능안내

제품의 특장점

기대효과

2-1.

2-2.

2-3.

2-4.

2-5.

2-6.



2-1. 제품개요 11

wizM은 무엇인가?

개인정보 법규이슈, 비대면 업무환경, 노후 시스템 및 비용통제문제까지 가능한

PC All-In-One 정보보안 통합관리엔진 솔루션입니다.

개인정보유출
관리

블랙·화이트
S/W,파일관리

PC취약점관리

설치·삭제 유도
및 강제패치관리

원격제어관리

자산관리 매체제어 관리 출력제어 관리

개인정보보호, 기업정보유출방지, PC취약보안, 업무·근태관리, 자산관리까지
하나로 해결



2-1. 제품개요 12

wizM을 구성하는 엔진기능

wizM을 구성하는 다양한 엔진기능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모듈 선택 가능

그러므로 초기 도입비용이 낮고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음

자산 관리
(S/W ,H/W ,N/W)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등재된 500여개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지능형

엔진에 의해 자동 분류
① 상용 소프트웨어

② 상용 의심 소프트웨어

③ 일반 소프트웨어

PC 취약점 점검

국정원 10대 보안 항목 scan 

& result

(백신 설치 유무, 계정 보안

유무, Shared folder 등)

PMS (Windows Patch 
Management System)

• Windows Patch 관리

• 미 설치 패치 관리

• 패치 강제 설치

• 패치 강제 해제 등

그린 IT
(PC 파워 관리)

• Power saving Mode

• Keyboard Hooking

• Mouse Hooking

매체 제어 DLP 
(Data Loss Protection)

• 보안 USB 관리,

• USB 제어

• CD-ROM 제어

• 유출 파일 관리

Remote Control 
(원격 제어)

내부 네트워크 망

원격제어

Windows Message 
Hook

윈도우 모든 메시지 & WMI 

(Mainboard) 정보의 모든 것

PIMS
(Private info mgmt 

system)

화이트 블랙리스트
파일 관리

Network Device Driver –
IP, Port, Packet Control

네트워크 디바이스

기반 제어

화이트 / 블랙 리스트 기반

파일 디바이스 드라이버

• 이벤트 감지기반 실시간

개인정보 보유문서 검출, 

암호화로 보안사고 예방

• 중앙관리(전사적 통제)

Software NAC –
설치 유도 솔루션

Network Switch

(Port Mirroring)

PC 설치 소프트웨어 없이

네트워크 패킷 제거가능한

단독 솔루션

출력제어 (워터마크)

• 옵션기능

• 출력 승인, 차단 정책설정

• 워터마크 삽입 출력

• 지정시간 출력

• 승인 물만 출력



• PC화면 및 마우스 이벤트 실시간 확인

• 관리자 PC 절전모드 변경지원으로

에너지절감

• PC에 대한 미 패치 정보 및 자동설치 관리

• 미 패치에 대한 사용자 통계 분석

• 신규 패치 발생시 강제 자동 패치

• 패치강제설치,해제 및 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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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zM의 엔진들은 고객이 직접 선택·조합이 가능

기업에 맞는 솔루션으로 다변화 및 확장, 적용가능한 장점이 있음

자산관리
전문솔루션

• (S/W, H/W, N/W) 자산 실시간 조회 및

사용자통계 분석

• 불필요한 S/W 분류, 삭제로 업무효율성

향상

• S/W 실시간 변경 및 이동 이력관리

정보유출
방지솔루션

• 개인정보 및 중요문서 유출방지로 보안사고

예방

• 실시간 이벤트 감지 검출, 암호화로

보안기능

• 개인정보 통제 및 관리

업무(근태)
관리솔루션엔진조합에 따른

솔루션 다변화

자산 관리(S/W ,H/W ,N/W)

그린 IT (PC 파워 관리)

PC 취약점 점검

매체 제어 DLP(Data Loss Protection)

PMS(Windows Patch Management System)

Remote Control (원격 제어)

Windows Message Hook

PIMS(Private info mgmt system)

화이트 블랙리스트 파일 관리

Network Device Driver – IP, Port, Packet Control

Software NAC – 설치 유도 솔루션

설치유도
솔루션

1

2

3

4

5

6

7

8

9

10

11



2-2. 제품적용사양 14

• On Premise 구축형 (클라이언트 + 관리서버)

• 1년 단위 갱신형 제품

• 최소 적용 PC 10대

• 구매 즉시 라이선스 오픈 후 사용가능

• 저렴한 가격에 기업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솔루션 도입이 필요한 중·소 기업/기관

• 웹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위즈엠

에이전트 배포 후 즉시 사용

가격 (공급가) • PER PC 라이선스 (협의)

유지보수/ 설치비 • 무상 1년 / 유상 유지보수 (15%)

설치사양

• CPU : 3.5Ghz, 4코어/4스레드

• MEM : 8GB * 1EA

• DISK : 1TB HDD * 1EA

• PSU : 315W * 1EA

제공방식

특징

추천고객사

도입방식

wizM 클라우드 구축사양

(wizM 구축형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2-3. 구성도안내 15

엔진조합·선택에 따라 구성되는 솔루션적용



2-4. 주요 기능안내 16

정보유출방지(DLP)
개인정보(환자정보, 고객정보 등.) 및 기업중요자료(도면, 대외비, 보고서 등)의

유출방지

실시간 이벤트감지 검출 및 복호화(암호화)로 개인정보통제 관리



2-4. 주요 기능안내 17

IT자산 전문관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관리(화이트, 블랙리스트) 및 하드웨어 수량 등록, 반출 등

실시간 이력관리로 효율적인 자산비용을 관리



2-4. 주요 기능안내 18

업무·근태관리

PC중앙 절전관리(모니터 및 컴퓨터), 근로시간관리, 휴일근로 및 추가 업무시간관리

그룹별/사용자별 실시간 마우스 이벤트관리로 그린IT 환경 및 업무효율 향상



2-4. 주요 기능안내 19

설치유도(Software-NAC)

Network Switch(Port Mirroring)PC설치 소프트웨어 없이 네트워크 패킷 제어

단독솔루션으로 소프트웨어 강제 패치 등록 및 제거 관리



2-4. 주요 기능안내 20

출력제어(워터마크)

출력승인, 차단, 제어 정책 및 워터마크 기준을 적용하여 출력보안을 설정

개인정보 포함문서 출력차단, 워터마크 삽입, 승인된 출력물만 프린터 전송

(옵션기능)



2-5. 제품의 특장점 21

wizM의 5대 특장점

다년간 검증된 엔진기능을 고객이 선택·조합하여 솔루션으로 구성 가능하며

PC 하나로 관리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기업형 통합엔진관리 솔루션

제품안정성 비용효율성 기술력인증 사용편리성 사업확장성

2016년 부터 다양한분야에

적용

의료 기업 대상으로 기업형

솔루션 제공, 보안 기능 강화

엔진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적용

전국 24개 지역 시험장 전수

테스트

(중, 고, 폴리텍대학 PC 테스트

완료)

2016년부터 wizM 
제작 시범서비스 완료

실시간 이벤트 감지기반의

개인정보 및 중요문서 검출 및

복호화 보안기능,

S/W, H/W자산관리, PMS배포, 

원격제어, 그린IT, 매체제어, 

출력제어 등

다양한 보안기능을 하나의

통합관리 화면에서 쉽고

편하게 관리가능

구축형 서비스 : 보안성 및

장기적 비용절감

클라우드형 서비스 : 

도입비용의 부담 해결 및

관리포인트 감소

정통부 「신
소프트웨어 대상수상」

기술력

별도의 라이브러리 화 되어있지

않은 UI/UX 통합형 버전으로

제공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보안

프로그램 / 빗장 / 웜캡터 / AD-

Spider 의

Client 형 프로그램으로 서비스

OSPlus (제조대상) 기업형

솔루션

엔진 관리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분리형 엔진 제작

및 기업형 솔루션 제작

병원, 지자체, 교육기관, 기업

어디든 적용가능한 통합보안

솔루션

고객의 필요에 따라
엔진선택, 비용절감

wizM은 타사와 다르게 용도에

따른 가격정책을 책정하고, 

고객이 필요에 따라 엔진을

선택, 도입하게 함으로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음

PC-All-In-One으로
한번에 관리

기업에 따라 엔진을
조합 확장, 

솔루션다변화



2-5. 제품의 특장점 22

wizM의 경쟁제품 대비 차별성

구분
wizM

(위즈베이스)
셜록홈즈
(컴트루)

오피스키퍼
(지란지교)

넷헬퍼
(I아이젝스)

솔리드스탭
(에스에스알)

자산관리 (S/W, H/W,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실시간 관리 (화이트·블랙리스트)

S/W 자동 설치 배포 보안 패치

그린IT (PC 절전, 근태관리 실시간 감지 )

개인정보 검출 기능

파일관리 (열람 검출, 암호화구현)

매체관리 (USB, 저장장치)

운영자관리콘솔

출력물 보안(워터마크), 이미지 검출

기능별 엔진조합 솔루션제공

구축방법지원(랜탈 클라우드, 설치형, SI구축형) 랜탈, 설치 설치 랜탈, 설치, 구축 설치 구축

(옵션)(옵션) (옵션)



2-6. 기대효과 23

wizM 도입시 기대효과



2-6. 기대효과 24

보안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법령 준수

기관
구분

금융 통신 정보통신 서비스사업 제조업

보호해야 할 대상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계좌정보

통신기반시설, IDC 고객정보 고객정보, 바이오 정보(의료)
지적재산권, 핵심인력/
기술 산업기반 시설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보안대응
개인(신용)정보 유출, 외부 해킹

대응 · 망 분리
새로운 서비스, 

선재적 보안대응
개인정보유출, 외부 해킹 대응 제어정보 시스템보호 망 분리

대상 은행, 증권,보험, 카드사 등 유무선 통신 사업자, IDC사업자
포털, 게임 사, 쇼핑몰, 여행, 

의료, 교육 등
에너지, 화학, 반도체, 건설

2016년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정보보호인증 및 취약점관련 법령 준수

wizM 법령 대응 - 개인정보 실시간검사, 검출파일 복호화 및 삭제



주요 기능3
통합콘솔을통해관리할수있는상세기능UX/UI 설명과 제품사양 등을 안내합니다.

관리자등록

소프트웨어 관리

하드웨어관리

보안관리

윈도우관리

인터넷관리

개인정보관리

사용자관리

운영설정관리

3-1.

3-2.

3-3.

3-4.

3-5.

3-6.

3-7.

3-8.

3-9.



3-1. 관리자등록/배포 26

wizM 계약 후 통합관리자로 부터 설정된 Company 

ID, Admin ID, 비밀번호를 메일로 받아

wizM관리자로 로그인

wizM 운영자사이트 : http:// wizmadmin.co.kr

운영자는 부서별/개인별로 배포할 소프트웨어를

선택

선택한 wizM 소프트웨어를 배포합니다.

강제/수동배포



3-2. 소프트웨어 관리 : (1)상용의심소프트웨어 관리 27

운영자는 설치된 소프트웨어들 중 상용의심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각각 분리하여 관리(삭제대상등록, 라이선스대상등록, 관리대상제외) 

합니다.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사용자정보를 열람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를 등록, 삭제 관리함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차단합니다.

소프트웨어별 관리설정

소프트웨어 사용자정보

라이선스를 등록한 소프트웨어

정책설정

정책적용 사용자설정



3-2. 소프트웨어 관리 : (2)삭제대상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관리 28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은 삭제대상소프트웨어의 정책으로 등록, 수정,삭제관리 하여 업무의 집중도를 향상

라이선스등록 및 수정/삭제, 라이선스 대상 사용자를 설정하여 실물관리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자산을 관리합니다.

삭제대상 소프트웨어 정책수정



3-2. 소프트웨어 관리 : (3)일반소프트웨어관리 29

설치된 일반 소프트웨어들에 대해 소프트웨어 상태를 (삭제대상/라이선스대상/관리대상제외) 분류하고 등록 및 수정, 삭제하여

관리합니다.

소프트웨어 별로 설치한 사용자의 정보들을 확인하고 사용자에 대한 정책도 관리함으로 초과 소프트웨어 구매 등을 관리하여 절약 합니다.

라이선스관리이동

라이선스가 등록된 소프트웨어

사용자별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설치상태



3-3. 하드웨어관리: (1)하드웨어이력관리 30

IT자산관리기능으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들을 등록,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정보, 하드웨어의 이동내역, 

업그레이드 및 변경사항에 대한 수정 등 이력을 관리하여 실물자산을 관리하여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비용도 관리합니다.

하드웨어등록 하드웨어등록 내역

하드웨어 사용자 선택

등록한 하드웨어 상세보기,수정, 삭제

변경된 하드웨어 이력내역



3-3. 하드웨어관리 : (2)사용자별 하드웨어관리 / 기타 하드웨어관리 31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의 상세정보, 사용자가

설치한 소프트웨어들, 버전상태 등을 함께 관리합니다.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들(프린터, 복합기, AP 

등)에 대해 등록하고 주·부 관리자를 설정하여 자산을

관리합니다.

기타 하드웨어등록

관리자 등록

장비위치등록

하드웨어 사양정보

사용자 하드웨어 상세정보

사용자 설치 소프트웨어정보



3-4. 보안관리 : (1) 매체제어 중앙관리 / 모바일이동장치 관리 32

개인정보 및 기업의 중요정보를 매체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USB등 이동매체를 등록, 승인, 차단하여 정보유출을

방지합니다.

허용된 사용자 USB 정보

USB 승인요청 내역

사용자별 모바일 이동장치에 대한 허용시간 설정, 사용자

등록매체에 대한 상세 로그내용 관리

이동매체 사용허용 시간

이동매체 로그이력

USB외, CD-ROM, Bluetooth 등 이동식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설정관리

USB 허용설정



3-4. 보안관리 : (2) 사용자별 파일통제 / 사용자별 개인정보 파일관리 33

사용자별 파일에 대한 통제설정, 정책설정(허용/차단) 하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관리합니다.

사용자 폴더 통제현황

사용자 폴더 통제 사용자 정책설정

사용자별 매체사용 파일로그를 저장, 파일내 개인정보관련

민감정보를 검출, 파일위치, 이동이력, 처리방법 추적관리로

개인정보유출 보호

개인정보파일 검출 수

파일로그 정보

매체파일 사용자정보



3-5. 윈도우관리 : (1)윈도우 보안패치 / 보안검열진단 34

전체 PC 윈도우 보안패치 자동점검으로 PC 위험 자동감지

사용자별로 패치관리, 예외패치 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효율성

향상

사용자별 보안진단 상세항목을 설정하여 검열진단 하여

패치리스트관리, 미 설치 패치관리, 진단항목 관리하여

리포트 합니다.

보안검열진단설정

보안검열진단설정

사용자 패치상태

윈도우 보안 미 패치 사용자 정보

사용자별 패치 상세정보



3-5. 윈도우관리 : (2)절전관리 35

그린IT 기능으로 그룹별/ 개인별 컴퓨터, 화면보호기 절전상태를 적용,해제 설정하여 에너지를 절약

관리자는 절전대상 그룹별, 사용자별로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컴퓨터 절전 설정

사용자추가

절전대상 그룹등록



3-6. 인터넷관리 : 사용자네트워크설정, 방화벽 설정 36

관리자에 의해 장기 미 접속자, 퇴사자 등 사용자별

네트워크를 차단설정이 가능

관리자는 방화벽 정책에 대해 통제 및 사용여부에 대해

설정합니다.

사용자별 네트워크 차단

방화벽 설정



3-7. 개인정보관리 : (1)개인정보 검사항목설정 37

개인정보 검출현황, 검색, 개인정보 포함파일 이력 및 외부반출에 대한 관리 및 비정상 검사에 대한 리포트 제공

개인정보 검사항목 설정, 검사 파일형식 설정하여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관리

개인정보 검출 검사항목설정개인정보 검출 내역

검출파일 형식설정



3-7. 개인정보관리 : (2)이력관리 / 예외검출 38

실시간 이벤트 감지기반 실시간 검출 및 암호화로 개인정보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관리에서 전사적 통제 및 관리

개인정보 예외검출 정보를 관리합니다.

파일내역 이력정보

파일 암호화 상세 내역

예외 검출 리스트



3-8. 사용자관리 : (1)사용자등록 및 wizM 소프트웨어 삭제 39

사용자의 등록,수정 삭제, 비밀번호 초기화설정을 관리하고 사용자별 설치된 wizM 프로그램을 설치/삭제 관리합니다.

사용자등록

wizM 소프트웨어 삭제 및 설치



3-8. 사용자관리 : (2)PC 전원끄기 / 근무시간확인 40

관리자에 의한 사용자 PC 전원끄기 모드를 지원

사용자별 전원로그연장에 대한 신청내역 관리

사용자별 일별/휴일근로별 업무시간 (실 근무시간, 

미작동시간)  및 추가 업무시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합니다.

날짜 설정 검색

사용자별 업무시간 내역

PC 전원 On/Off설정

사용자별 전원 로그 내역



근로시간
제한설정

3-9. 운영설정관리 : (1)공지사항관리 / 정책설정 41

운영자가 전달할 공지사항을 등록하고 삭제합니다.

부서별/개인별 선택하여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등록

공지사항 내용보기

해당 공지사항 수신자

운영자가 wizM운영을 위해 관리해야 할 정책별로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매체 별 차단설정 근로시간 제한설정정책수신 설정

삭제키 설정

PC절전 상태설정개인정보 암호화설정

상용 문구 설정



3-9. 운영설정관리 : (2)보안관리자등록 / 부서등록(조직도) 42

운영자는 보안관리자를 등록/삭제 하여 관리하고

보안관리자별로 권한을 다르게 설정하여 관리 할 수 있습니다.

wizM은 기본IP를 기준으로 조직도가 구성되며 파일을

업로드, 또는 부서를 직접 등록하여 조직도를 구성합니다.

관리자 등록

관리자 별 권한등록
관리자 수정,삭제 관리

조직도 업로드 부서 직접 등록

부서 수정/삭제부서등록

등록 부서의 상위부서 설정



회사소개4
wizM을 만든 회사를 소개합니다.

회사소개4-1.



4-1. 회사소개 : 위즈베이스

17년간 최고의 자리에서도 늘 도전하는 기업

위즈베이스는 DB S/W 전문분야에서 연350억 매출을 꾸준히 이어온 기업으로

wizM 보안통합관리엔진 솔루션을 제공 함에 있어 전문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서비스합니다.

Confidence Professional Upgrade Communication

7년 동안 꾸준히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자신감으로 신뢰를

제공합니다.

전문 기술지원으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서비스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기적인 데이트 및 S/W 

버전업 등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파트너사 및 고객사의

소리를 수용 가능하도록

열린 마음이 준비

되어있습니다.

44



4-1. 회사소개 : 위즈베이스 45

Mission과 Vision을 담아 Passional하게 일하는 기업

• 회사명 : 주식회사 위즈베이스

• 설립연도 : 2003년 11월

• 임직원 : +85명

• 자본금 : 6.3억

• 사업분야 : S/W 개발, 공급, DB 설계, 분석, 

IT 컨설팅, AI 영상분석, PC 보안통제 솔루션

•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4길 25 905호

( 서울숲코오롱디지털 타워)

Mission

Vision

최고 전문가 집단의 명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각 분야의 정보서비스 컨설팅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최고 전문가 집단입니다.

최고의 기술력에 고객사랑을 담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더 고민하고 배려하며

사업을 수행합니다.

보람과 긍지로 가득 찬 일터로 만들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운영과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창의와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현 위즈베이스 대표이사

전문성과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술자산을

바탕으로 IT환경에 혁신 선두주자로 도약하겠습니다.

17년 동안 꾸준히 이어온

연 350억 매출기업 입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객성공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정보보안 통합관리엔진 솔루션

감사합니다.

제품 문의 : 인터파크큐브릿지 솔루션팀 T.1899-0101 E.softinfo@qubridg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