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 THE LEADER OF IOT SOLUTION PROVIDER

IT 및 IoT 기술 기반 산업용 솔루션 개발 및 공급 – [주]바인테크

2015. COMPANY PROFILE

www.vinetech.co.kr



Agenda

바인테크

회사소개

일반현황

조직구성

연혁

사업개요

차별성과 강점

기술영업 부문

연구개발 부문

파트너

협력사

고객사

기타

인증실적

오시는 길



IoT 기반지능형플랫폼및모바일에코시스템

다양한 IT시스템및솔루션인프라스트럭처

[주]바인테크는 IoT 전문기업입니다.

The IoT & Business Platform Company

IoT(Internet of Things)는 기존의 IT시스템과 모든 사물의 네트워크
연결및자동화를통해,인간생활을보다편리하고 쾌적하게만들고자
하는 IT융합기술들을표현하고있습니다.

[주]바인테크는 IT와 IoT 기술을 접목한 솔루션 공급 및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의 IT환경과 미래생활을 편리하게
발전시키고자다양한시도를하고있습니다.

IoT기술이 반영된 ICT시스템 및 클라우드 솔루션, 네크워크 솔루션,
관리소프트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연구프로젝트 및 기술지원
서비스등은우리의미래생활에중요한열쇠가될 것입니다.



The IoT & Business Platform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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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인테크는 기업 HPC / Grid와네트워크모니터링 분야에서 시장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설립된 이후 전기전자반도체 분야의 기업고객의 효율적인 IT환경구축을 위해 우수 시스템과

솔루션,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네트워크솔루션 및 보안솔루션 등의 사업모델 확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아울러 IoT관제솔루션 개발 및신사업발굴 등 시장경쟁에 앞서고자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바인테크는

회 사 명

설 립 일

대표이사

사업분야

[주]바인테크

2001년 4월 25일

김학기

서버시스템 및 스토리지 시스템 공급

그리드 및 클라우드 솔루션 구축지원

네트워크 및 시스템 모니터링 솔루션(NMS) 공급

보안솔루션 공급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서비스

국책과제 연계 개발

IoT 기술 기반의 자체 플랫폼소프트웨어 및 제품 개발

신규솔루션 개발

자 본 금

매 출 액

인 원

본 사

연 구 소

홈페이지

주요인증

10억원

200억원 (2014년)

30명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89 가든파이브 웍스 B동 711~713호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89 가든파이브 웍스 C동 704호

www.vinetech.co.kr   l   www.iotplatform.co.kr

www.whatupgold.co.kr    l   www.prtg.co.kr

www.vinemall.co.kr

이노비즈 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중기업, 특허인증 등

회사개요General Information



The IoT & Business Platform Company

Employees : 30 (TBH +5)

Feb of 2015

Sales 7 (TBH 1)

Technical 11 (THB 1)

Developer 6 (THB 1)

Solution Center 3 (TBH 1)

Management 3 (TBH 1)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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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CEO

Operation

Financial Accounting & Human Resource
General  Affairs

Marketing

Enterprise
Solution
Team

Network
Integration

Team

Enterprise
Computing

Team

Presales -Technical Support-Consulting

New Solution 
Development

National
Project

Planning

Design

Solution 
Center

Technical Sales Business Unit

System & Storage
NetApp, HP

Grid & HPC
Security Solution

Platform, RSA, Innodep

Network 
Industrial Solution
Ipswitch, Moxa

IoT Platform Center

U-Vine LAB

Technical Servi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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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oT & Business Platform Company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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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nterprise Grid Computing 
Provider

Deployment of Portfolio 

The Utility Computing 
Company

Ready for new Solutions

The Cloud Computing
Company

Challenge to new market

Technical Computing 
Solution Provider

Start to HP and Platform 
Business

회사설립 (2001.04.25)

• HP 및 Platform Computing 

제품영업 개시

• 재무안정성 확보

포트폴리오 확대

• 솔빛하이테크 인수(2004)

• Ipswitch 총판권 인수

• MySQL 총판권 인수

• U-Vine 연구소 설립(2005)

영업규모 및 제품 확대

• Ipswitch 국내 단일총판선정

• PRTG 국내 단일파트너선정

• NetApp 채널파트너 계약

• RSA 채널파트너 계약

• Platform Symphony Sole 

Distributor 계약

전문화 및 로드맵 다양화
클라우드 전문회사로 발돋움

• Jaryba 파트너계약

• Cloudant 파트너계약

• SkyCloud 파트너등록

• IoT 기술 기반의 솔루션개발

• U-Vine – 신규솔루션 발표

(SMS Agent for WUG)

안정적인 성장 및 기술전문화
IoT 전문기업으로 도약

• Moxa 채널파트너 계약

• Innodep 파트너 등록

• NICE 채널파트너 등록

• 이노비즈 인증 취득

• 신규 특허등록 및 발굴

• Industrial IoT 솔루션개발

• 소방방재청 및 산업자원부

주관 국책과제 연구수행

• 외부기관 연구협업 및 MOU

The IoT & Business Platform 
Company

Innovative Transformation 

MARKET
INTRO

BUILD
UP

CHANGE
UP

JUMP
UP

LEAD
UP



The IoT & Business Platform Company
Business Organization 주요사업분야

Enterprise Computing Team
기업용 서버 및 스토리지 시스템 공급

전문기술력과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시스템 제안영업

기술지원 서비스 및 인력상주형 유지보수 서비스

NetApp, HP, IBM

Enterprise Solution Team
설계디자인환경의 고효율 IT환경을 위한

HPC 및 그리드시스템 컨설팅 및 공급

기업 정보보안을 위한 솔루션 공급 및 컨설팅

IBM Platform, RSA, Innodep

Network Integration Team
네트워크 및 서버 모니터링 솔루션 공급

산업환경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공급

기업인프라시스템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공급

Moxa, WhatsUp Gold, PRTG, ETC

Technical Sales Division

Strategic Business Centers

IoT Platform Center
IoT 기반기술과 관리기술 접목 및 개발

B2B / B2C 서비스모델 연구 및 개발

정부과제 및 민간과제 프로젝트 참여 및 주도

국책과제, 자체과제 연구개발 및 상품화

Solution Center
보유기술 및 신규기술에 대한 솔루션 상품화 기획

신규비즈니스 및 시장선도 솔루션 발굴 및 마케팅

기존비즈니스의 시장확대 사업화지원 마케팅

디자인 및 IoT 기술정보 제공 및 주도

내부/외부 기술의 사업화 마케팅기획

Technical Service Center
기술지원 총괄 및 컨설팅

Sales Unit 및 IoT 플랫폼 기술개발 전반에 대한 참여

보유기술 기반의 프리세일즈 서비스 및 아키텍트

Technical
Sales Division

Strategic 
Business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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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oT & Business Platform Company

IT 및 IoT 기술기반 산업용솔루션 개발능력보유
[주]바인테크는 시스템 및 스토리지,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대기

업 및 중소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그리드 및 HPC 통합 및 시스템관리솔루션을 제공

해왔습니다. 이러한 솔루션통합제공 능력 및 기술지원경험을 살려, IT 및 ICT 통합

기술을 활용한 산업용 IoT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IT환경은 클라우드, IoT, 빅데이터 등의 다양한 기술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

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모든 산업에 매우 중요한 융

합요소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바인테크는 국책과제 및 내부개발과제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IoT 및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용 IT/IoT 솔루션들로 개발공급하고 있습니다.

Strengt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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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술기반의

센서모니터링 기술

클라우드DB서비스

접목한 데이터수집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기술 (Web 3.0)

데이터가시화 및

대시보드 UI 기술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 기술

시스템 및 하드웨어
구축기술

HPC / 클라우드
솔루션 기술

네트워크 및 Security
솔루션 기술

IoT / M2M
접목기술

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투자역량 ㆍ IT 시스템 구축 및 IoT 개발능력 ㆍ 빠른 혁신기술의 도입 및 기술교류

Industrial IoT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공급

융합 및 접목 / 통합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역량

차별성과 강점 1



The IoT & Business Platform Company

HPC 및 그리드 환경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및 역량

• IBM Platform Computing의 LSF 및 Symphony Solution의 효율적인

리소스 관리 및 워크로드 관리기술

• NetApp 및 HP의 고성능 스토리지 및 고밀도 집적시스템

• 그리드환경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 접목

• [주]바인테크의 HPC/그리드 환경구축 경험 및 기술력

국내최고의 Grid Computing Solution업체
[주]바인테크는 국내 HPC 및 Grid 환경에서 독보적인 실적과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반도체 시장 및 금융시장에서, [주]바인테크는 매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그리드 컴퓨팅 솔루션을 공급하고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반도체설계디자인 환경이나 금융연산 환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고객의 효율적

인 리소스관리 및 워크로드관리 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사용자의효율적인작업워크로드관리

사용자편의성 제공

사용자는 클러스터를 단일시스템처럼 사용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 관리 가능

User별 시스템 접근 통제 용이

효율적인 시스템 Resource 사용

시스템활용률 최대화

효율적인 작업스케줄링을 통해, 처리속도 배가

시스템자원을 100%에 가깝게 사용하여 효율성 높임

이기종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를 통합

동적 클러스터, 그리드, HPC 환경을 손쉽게 구축

시간및비용절약

시스템 예약 및 배정 등의 작업이 자동화

지능적인 작업 스케줄링으로 시간절약

시스템 자원 사용률을 최대화하여 시스템 구매예산 절약

고가의 어플리케이션의 효율적인 사용
09

이기종환경의분산리소스통합관리

Strength 2 차별성과 강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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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의 WhatsUp Gold 판매실적 및 경험

• 약 1,000여 곳 이상의 고객사 보유

• 다양한 고객사이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질높은 서비스 제공

• 경쟁력 있는 제품기능과 다양한 부가기능을 통해 높은 고객 만족도

• 국내 단일 총판으로 파트너영업 및 고객제안영업

• 당사 기술엔지니어의 빠른 기술지원 제공

NMS(Network Management Solution) 시장에서의 최대의실적보유

[주]바인테크는 수년간 대표적인 네트워크관리솔루션인 WhatsUp Gold의 총판으로서 국내영업 및 기술지원을 해왔습니다.

NMS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필수로 도입해야할 솔루션 중의 하나로써, 다양한 규모와 다양한 형태의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실적 및 기술지원경험을 통해서 기업IT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기술지원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이는 솔루션 컨설팅과 개발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0

Strength 3 차별성과 강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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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App 스토리지시스템은
• NetApp® 스토리지 효율성 솔루션을 사용하면 데이터

증가를 제어하여 스토리지 활용률을 높이고 용량을 회

수하며 IT 성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Clustered Data

ONTAP® 환경에서 NetApp 스토리지 포트폴리오는 귀

사의 확장에 따라 효율성을 향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NetApp은 귀사의 효율성을 모니터링 및 측정하는 툴도

제공합니다.

Technical Sales : System &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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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지요구사항을 50% 줄일 수있습니다. 

• 스토리지효율성을 활용하여현재및향후 스토리지구입을

줄일수있습니다. 

• 더나은측정과의사결정을 통해 ROI를 향상할수있습니다. 

• 프로세스향상에 집중할수있는시간을 확보할수있습니다. 

• NetApp® Data ONTAP® 8 스토리지 운영 체제를 사용

하면 데이터 관리를 단순화하고, 데이터 보호를 개선하

고, 스토리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Data ONTAP

은 프로토콜 전체에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플랫폼을 제

공하고 프로세스, 기능, 데이터 관리 툴을 제공합니다.

• 실행중인애플리케이션을 중단하지 않고 SAN 및 NAS를 수

십 PB까지확장가능

• 공통소프트웨어 및툴셋을사용하여스토리지 관리단순화

• 단일스토리지 시스템에서모든데이터 통합및관리

기술영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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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ales : System &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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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영업부문

HP 서버: 새롭게탄생한 ProLiant Gen8

HP ProLiant 서버와 블레이드시스템은 기동 및 설치, 고장 수리 및 문제 해결, 업

데이트 및 유지보수와 같은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따라서 고객들은

비즈니스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성장과 혁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랙마운트및타워형서버 블레이드시스템 하이퍼스케일서버 미션크리티컬시스템

HP ProLiant DL 서버(랙마운트형) 는

수십 년의 엔지니어링 및 통합 경험의 결

정체로서, 새로운 컴퓨팅 기능의 구현 기

간을 단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가상화, 운영 체제 및 어플리케이

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지원하므로 다

양한 워크로드에 적합한 유연한 플랫폼

입니다.

HP ProLiant ML 서버(타워형)는 유연한

확장형 서버로서, 원격사무소/지점, 데

이터 센터에 최대의 성능을 제공하면서

향후 확장이 가능한 서버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최적의 선택입니다.

가상화에가장 HP블레이드시스템

HP BladeSystem은 컴포넌트의 수를 줄

여 전력 소비가 적고, 향상된 관리 기능

이 내장되어 있으며 견실한 서비스 및 지

원을 제공하는 통합형 설계입니다. HP

BladeSystem은 가상화된 서버, 스토리

지 및 네트워킹 자원 풀을 지원하므로 고

객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가상 머신을 배

치할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 시장에서 업계의 선두주자

이자 전세계 가상화 부문의 1위를 차

지하고 있는 서버인 HP BladeSystem

은 가상화에 적합한 플랫폼입니다.

에너지 효율적, 고밀도 패키지로 제공되

는 서버시스템 : HP Moonshot System

HP Moonshot은 공간, 전력 소비 및 복

잡성 감소로 인프라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자유롭게

혁신하면서 첨단 기술을 유지할 수 있습

니다. HP Moonshot은 특정 워크로드

를 위해 설계된 혁신적 경제성과 함께 적

합한 컴퓨팅 성능을 제공합니다.

HP Moonshot 1500 섀시는 최대 45개

의 서버 카트리지를 지원하는 이 다용도

섀시는 전력, 냉각, 네트워크 업링크와

스위치를 공유합니다.

Superdome X로 대표되는 강력한 컴퓨

팅 시스템 : HP Integrity 서버

큰 처리량이 필요한 비즈니스 절차 및 의

사결정 지원용으로 최적의 제품입니다.

미션 크리티컬을 위한 설계: Intel®

Itanium에서 Xeon® x86까지, Linux

에서 HP-UX와 OpenVMS까지, 100%

내결함성을 가진 Integrity 제품군은 모

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

능을 미션 크리티컬 환경에 제공합니다.

가동 중지 시간의 위험을 낮추고 비즈니

스 프로세스, OLTP, 및 데이터베이스 요

구 사항을 쉽게 해결하십시오.

[주]바인테크의 숙련된 기술영업담당자와 테크니컬지원조직은 간단한 워크로드

에서 가상화 환경에 이르기까지, 기업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 서비스 및 솔

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당사의 전문화된 컨설팅 조직을 통해 요구사

항에 맞는 서버, 스토리지 또는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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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LSF는

• 분산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환경을 위한 가장 강력한 워크로드

관리솔루션입니다. LSF는 사이클링 시간을 줄여주면서도 생산성을 최대화해줄

수 있도록 고안된 워크로드 및 사용자, 리소스 관리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 정책기반 스케줄링 기능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LSF는 이기종 자원들이

업무 및 어플리케이션 우선순위에 맞게 분산배치 및 배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 필수업무를 위한 컴퓨팅연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LSF는 강력한 관리기능 뿐

만 아니라, 확장성 및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어, HPC데이터센터 솔루션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워크로드 관리를 통한 효율성 증대 및 시간절약 Platform LSF의 다양한 플러그인 옵션

고성능 컴퓨팅환경 구축을 위한 HPC 및 그리드솔루션

IBM® Platform™ LSF® 제품군은 까다롭고 분산된 업무에 핵심적인 HPC 

환경을 위한 강력한 워크로드 관리 플랫폼이며, 컴퓨터 인프라 자원을 최

대한 활용하고 최적의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지능적인 정책 중심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확장성과 가용성이 뛰어

난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복잡한 워크로드를 스케줄링하고 최대 페타플롭

규모의 자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Technical Sales : HPC 및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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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영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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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관리, 빠른 연산, 업무를 효율성 있게
- Financial Service을 위한 SOA기반의 Grid 미들웨어로서, 다양한 연산처리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분산처리 및 가상화 Pool를 제공합니다.

- Grid당 2만개 이상의 CPU를 배치, 어플리케이션당 5천 개의 Core를 할당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 수많은 어플리케이션 연산처리속도를 최소화합니다.

- 여러 Core에 걸친 분산처리를 통해 데이터 병목현상을 최소화하고, 빠른 결

과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Platform Symphony는

리스크를관리하고,연산을빠르게하여,업무를효율성있게

• 모든 금융기관은 항상 매출을 극대화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해있는 상황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기업리스크관리와 금융상품과 파생상

품의 개발 등을 빠르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IT 인프라자원

을 확충해야 하면서도 늘어나는 예산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 Platform Symphony는 멀티코어 및 가상화, 데이터관리 및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산처리환경을 제공하여 더 높은 ROI를

제공합니다.

각 업무별로 Over-Provision되어 활용률이 저조한 인프라환경

Platform Symphony를 통한 그리드 통합 및 자원활용률 제고

14

신속한 응답, 추가 비용 감소

IBM® Platform™ Symphony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현재와 미래의 기술 컴퓨

팅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대용량 컴퓨팅 기능을 제어하여 아무리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및 연구 활동에서 획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병렬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치, 테크니컬 컴퓨팅 인프라 관리의 과제

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Platform Symphony 소프트웨어는 적은 인프라를 사

용하여 보다 빠르고 우수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Technical Sales : HPC 및 그리드 기술영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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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Up Gold v16의새로운 기능
• 무선장비 모니터링 기본 포함

• Layer 2, 포트별 연결관계, 맵핑, 자산현황 파악 기능

• 수집엔진 분산을 위한 별도의 Poller 구조 제공

• 모든 WhatsUp Gold Family의 통합모니터링을 위한 Web Console

•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Edition 2008 버전 탑재

• 모니터링 및 경고를 위한 PowerShell Script 지원

• WMI 카운터 및 SQL Query 성능 모니터링 지원

• 복수 CPU 시스템의 CPU 평균에 근거한 임계치 경고

• 유지보수작업을 위한 스케줄링 엔진

WhatsUp Gold는 다양한 규모의 IT환경에

적용할수 있는최고의 NMS입니다.

• WhatsUp Gold는 유선 및 무선네트워크,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광범위한 IT 관리가 완벽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 Layer2 및 Layer3 장비탐색 및 맵핑과 같은 일상적인 관리업무들은 WhatsUp

Gold에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자산 및 장비현황 리포트 등은 현재의

자산현황과 설정정보들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아울러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및 성능 리포팅 등의 기능들은 귀하의 모든

인프라들을 더욱 건강하고 최적화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복잡한IT환경의관리및가시화/ 장애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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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ales : Network Integration 기술영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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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xa의 Industrial IoT 네트워크솔루션은
산업자동화 및다양한산업군에서증명된 네트워크기술을제공합니다.

• 고객의 중요 네트워크 환경을 위하여, Moxa는 가장 신뢰성있는 네트

워크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자동화와 정보기술을 포괄적

으로 접목한 우수 네트워크 제품들을 통해, 산업자동화환경의 고객들

로 하여금 운영효율성과 빠른 설치 및 적용, 쉬운 사용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뢰성있는 솔루션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Moxa의 고객

들과 파트너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기민하게 적응하고 지속적인

생산성 및 운영효휼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주]바인테크는 Moxa의 파트너로서, 산업자동화를 위한 Industrial

IoT 네트워크 솔루션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제조환경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Moxa의파트너십으로인정받은온라인쇼핑몰인 VineMall에서는

Moxa의모든네트워크솔루션및제품들을구매하고지원받을수있습니다.

Edge-to-Core Automation Network Solutions

종단으로부터 핵심자원까지의 Moxa의 네트워크 솔루션은 미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oxa의

솔루션은 고객의 시장도입시간(Time-to-market)을 줄여주며, 네트워크 융합기술의 장점을 최

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고객의 자동화시스템이 스마트서비스 및 스마트어플리케이션

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echnical Sales : Network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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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필요성에 따른 고객 Needs파악

 정보공유 및 파악을 통한 예측

 특정분야에 맞는 솔루션 필요성 연구

 Industrial Solution 및 정부과제 요구사항 파악

Customer Business Challenge

 고객 Needs 및 시장선도적인 기술개발

 Target 분야에 필요한 기능 연구 및 확장

 다양한 정부/민간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기술

개발능력 배양

 다양한 프로젝트 통합관리

Solution Development

 자사솔루션 라인업 확보

 Industrial Solution으로서의 제품화

 고객 Needs 및 미래성에 맞는 솔루션 제공

 개발 노하우 및 성과물 축적으로 경쟁력 강화

 개발 관리체제의 체계화

Business Application and Producing 

U-Vine 연구소는

시장선도적인 기술을 접목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 IoT 및 IT Management 시장을 위한 Solution 구현 목표

• 시장요구사항 및 미래기술을 접목한 기술적용

• 지속적인 성장가능성 및 글로벌화 목표

상품화를위한 최종점검
아키텍처기반 설계및구현
통합프로젝트 관리
지속적인개발 프로세스정제
 QA 및 Update 절차확립

 Prototype의 1차구현
프로젝트모니터링
품질보증개발자 테스트)

전사표준개발프로세스 정립
요구사항/위험요소 관리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관리
품질보증 (테스터 테스트)
통합빌드

프로젝트계획
시장조사및요구기능 선정
형상관리

 프로세스 정립
인력관리

 프로젝트 관리

TF 비전제어
 리포트
팀 프로젝트 포탈

프로세스 템플릿
작업 항목 관리
팀 빌드

Architecture 정립
솔루션 통합
지속적인 프로세스 관리

 관리 체계 고도화
 상품화 마케팅 준비

기술지원팀
조직분화

Branding
해외마케팅

자사솔루션
상품화

영업부서화
조직분화

프로젝트별
팀구성및운영

신규제품
프로젝트기획

Product
RoadMap
확장개발

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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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역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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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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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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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oT & Business Platform Company

국가기반시설
사회간접시설 및 대형 구조물
실시간 지능화 유지관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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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
산업단지시설의 각종 유해물질 누출확
인 및 신속한 대비, 대응 솔루션

안전/보안
Smart 센서 및 CCTV의 통합관제를 통한
사고방지, 예방, 자동통보 솔루션

주차장및조명
자동 주차 유도 알림
지능형 조명 솔루션

주택/주거
생활환경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가전-IoT 결합장치 및 분석솔루션

병원및요양원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행동패턴
모니터링 및 활동분석운동 추천 솔루션

백화점및쇼핑몰
고객서비스를 위한 최적환경조성
체감환경관리를 통한 에너지절감 솔루션

건축물
공기질, 전력량, 에너지사용량 등
환경 모니터링 및 에너지관리 솔루션

공공교통
교통량분석 및 교통신호 제어,
최적 운행 정보 시스템 솔루션

공장자동화
제품 계획, 설계, 생산, 제어, 관리,
운용, 지능화 통합 솔루션

스마트팜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시설 재배치의
자동제어 및 각종센서의 모니터링 솔루션

감시/국방/물류
드론을 이용한 안전/보안, 물류
레저를 위한 서비스

Industrial IoT 관제 플랫폼

• 현대의 산업환경은 IT 및 IoT기반 기술을 통해 더욱 세분화된 서비스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IoT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IT시스템 및 업무서비스

등은 각 산업현장에서의 각각의 업무프로세스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산업군에 적용할수있는 IoT기반 관리모니터링 솔루션

• 산업고객의 IoT 환경의 시스템 및 업무프로세스들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IoT 환경을 위한 관리 및 관제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바인테크 U-Vine 연구소는 Industrial IoT 플랫폼 엔진기반의

모든 산업군에 적용할 수 있는 관제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Research & Development: U-Vine Lab 연구개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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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ㆍSystem

ㆍ Solution

ㆍ Network

ㆍ Research

ㆍ Academy

ㆍ Consortium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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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s  

PublicFinancial

Educational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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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http://lgnewsroom.co.kr/
http://lgnewsroom.co.kr/
http://www.sds.samsung.co.kr/index.jsp
http://www.sds.samsung.co.kr/index.jsp
http://www.samsungdisplay.com/kor/
http://www.samsungdisplay.com/kor/
http://www.snut.ac.kr/snut_2007/
http://www.snut.ac.kr/snut_2007/
http://www.fss.or.kr/
http://www.fss.or.kr/
http://www.kbs.co.kr/
http://ww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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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기업확인서

공동업무협약서(가천대학교) 공동업무협약서(한양대학교) 공동업무협약서(의왕시청) 연구조합가입증명서
(혁신창조경제IoT기술연구조합)

이노비즈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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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실적Patent & Certification



The IoT & Business Platform Company

가든파이브웍스
(Garden 5 Works)

Address.

[본사] 서울시송파구문정동 289 가든파이브웍스B동 711~713호

[연구소] 서울시송파구문정동 289 가든파이브웍스C동 704호

Tel. +82-2-2182-8300  Fax. +82-2-2182-8399

대중교통
[지하철] 지하철 8호선장지역 3번출구에서이마트방향으로 200미터

[버스] 가든파이브정류장 – 402번

장지역정류장 – 일반 100,70,5,30,30-1,32,116,119번

간선 333,N37,N13,352,302,303,440,360,350,320 

지선 3418,3012

직행 9005,1650,500-1,1009,1112,1117,9403 외

Direction 오시는 길



Thank you.

[주]바인테크 ㅣ www.vinetech.co.kr ㅣ 02-2182-8300  ㅣ sales@vinetec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