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PANY PROFILE

02-2182-8300 vinetech.co.kr  |  wezon.com  |  vinemall.co.kr

2018

FOR THE LEADER OF IT &
IOT PLATFORM PROVIDER



파트너

협력사

고객사

인증실적

바인테크

회사개요

회사연혁

기업문화

조직도

사업개요

포트폴리오

주요사업 분야

차별성과 강점

비전

신제품계획

사업전략

로드맵

Agenda

IoT플랫폼

위존 플랫폼

위존 B2C

위존 B2B



바인테크

회사개요

회사연혁

기업문화

조직도



[주]바인테크는 분산컴퓨팅기반의 HPC / Grid와 네트워크모니터링 솔루션 분야

에서 시장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설립된 이후 전기전자반도체

분야에서 기업고객의 효율적인 IT환경 구축을 위해 테크니컬 시스템과 솔루션,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아울러 IoT Platform 연구소에서는 지능적인 미래사회에 도래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플랫폼(B2B/B2C/B2B2C/B2G)의 개발 및 상품화를 통해 Global Market의

진출 및 신사업발굴 등 미래시장경쟁에 앞서고자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바인테크는

회사개요General Information

회사명 [주]바인테크

설립일 2001년 4월 25일

대표이사 김학기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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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Fy18 Est.) 약 300억원 (2017년, 신용등급 BBB-,  현금흐름 A) 

순이익(Fy18 Est.) 약 30-50억원

인원(Fy18 Avr.) 약 50명

본사 및 연구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7, C동 현대지식산업센터
C동 1205-1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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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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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vinemall.co.kr   I   www.wezon.com

주요인증 이노비즈, 벤처기업인증, 강소기업, 다수특허인증 등

관계사 [주]밸류플랫폼, [주]플라잉로프트, 바록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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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ezon.com/


History 회사연혁I

회사설립 (2001.04.25) 포트폴리오 확대 영업규모 및 제품 확대 전문화 및 로드맵의

다양화, 테크니컬솔루션

전문회사로 발돋움

안정적인 성장 및

IoT Platform 연구 및

투자

MARKET
INTRO

BUILD
UP

CHANGE
UP

JUMP
UP 1 

LEAD
UP

2001-2003 2004-2006 2007-2009 2010-20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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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
UP 2

2013-2015

• HP, Platform Computing

제품영업 개시

• 재무안정성 확보

• 솔빛하이테크 인수(2004)

• Ipswitch 총판권 인수

• MySQL 총판권 인수

• U-Vine 연구소 설립(2005)

• Ipswitch 국내 단일총판선정

• PRTG 국내 단일파트너선정

• NetApp 채널파트너 계약

• RSA 채널파트너 계약

• Platform Symphony Sole 

Distributor 계약

• Jaryba 파트너계약

• Cloudant 파트너계약

• SkyCloud 파트너등록

• IoT 기술 기반의 솔루션개발

• U-Vine – 신규솔루션 발표(SMS 

Agent for WUG)

• Moxa 채널파트너 계약

• Innodep 파트너 등록

• NICE 채널파트너 등록

• 이노비즈 인증 취득

• Industrial IoT 솔루션개발

• 신규 특허등록 및 발굴

• 국민안전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R&D 연구수행

• 외부기관 연구협업 및

MOU 체결

IoT Platform 전문

업체로 도약

• B2C, B2B IoT 솔루션 출시

• 위존 비콘 출시

• 위존 SNS 서비스 런칭

• 비콘 기반 실시간 위치관제

플랫폼 개발

• 전기자동차 무인 주차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 논문 발표

• 서울특별시/국토해양부

국가 R&D 연구수행

• MOXA 한국 Distributor 계약체결

• MOXA MTSC,MNDC 취득

• 과기부과제 IoT 디바이스 보안

부트스트래핑 기술개발 수행

Technical Computing

Solution Provider

Grid Computing 

Solution Provider

Utility Computing 

Solution Provider

Ubiquitous Computing 

Solution Provider

Cloud Computing 

Solution Provider

Business & IoT

Platform Company

Slogan>

System Solution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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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y+
Profitable and Growth
From Establishment

25M+

FY2018 Target

15M+
FY2018

1H Achievement

20%+
Growth by 20%+
Annual Average

16M+
Current Asset

Of 2017

1000+
Customers

30%+
Investment of

R&D and Support

50%+
Market Share

-HPC/ GRID/ NMS 
-IoT Platform

History 회사연혁II



Company Culture 기업문화

• 경조사지원
• 4대보험 / 퇴직급여
• 일반상해보험
• 유류비 지원
• 휴대폰요금 지원
• 사원 대출제도

• 근무환경 개선제안
• 근무시간 자율제
• 휴일근무 수당제
• 연차휴가

자기개발

• Weekly English Class
• Daily Telephone English
•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

자율성

복리후생

도전

• 목표달성 프로그램
• 인센티브 프로그램
• Best Performer선발
• 다양한 보너스제도
• 기업인증 보상제도

TEAM
WORK

창조

신뢰

• 비즈니스 모델제안
• 아이디어 제안제도
• 지식정보 교류권장
• 브레인스토밍 회의
• 지적재산권 보상제

• 기업윤리강령
• 기업투명성 유지
• 비밀유지약정
• 위반행위 책임
• 직원,투자자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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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 
“바인테크”는 뿌리가 깊고 열매가 풍성한 전문가,
기술자라는 뜻의 합성어로 Symbol은 “3C”로
Credit, Creation, Challenge를 의미한다.



Organization 조직도

Operation Center

Financial Accounting & Human Resource
General  Affairs

Network
Integration
Division

Enterprise
Computing

Division

Presales -Technical Support-Consulting

Technical Solution Business Unit

System & Storage
NetApp, HP

Grid & HPC
Platform, Rack, DB

Network 
Ipswitch, Moxa

IoT Platform LAB

Technical Service

3S/W Development H/W Development

Platform Development

Strategic Planning Center

Strategy and Service Planning 
Marketing & Design

HJ Lee JH Park

Enterprise
Solution
Division

We Zon
Division

IoT Platform

B2C / B2B IoT Platform & O2O Biz Model

JY Hwang

ES Shin SB Seo

SY An SH Lee

SH Lee/MS JeongJW Yang

IoT Business 

We Zon (IoT SI & National Project) 

JC Kwon HS Lee / CK Park

CEO
Vien Kim

WI Kim

JY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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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포트폴리오

주요사업 내용

차별성과 강점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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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Enterprise 
Solution

Enterprise 
Computing 

Network 
Integration

KICTA

We°Zon
IOT Platform

Partner Business
Sales Portion 30% / 30% /20%

Our Products
20%

Portfolio  Alignment



Enterprise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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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 Server 및 Platform

HPE 제품은 HP고유의 iLO(integrated Light Out) 하드웨어에 보안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들에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능이 통합된

데이터센터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Gen10 제품군은 HPE가 추진하고 있는 Hybrid IT에 맞춰 더욱 최적화 된 성능과 편의성 확장성 효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HPE Synergy 및 HPE OneView는 한차원 기능으로 고객의 IT환경을 차세대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 기반을 지원합니다.

프로젝트 뉴스택은 전통적인 IT, Private Clo강화된 ud, Public Cloud 등 어디에서나 구축 및 배치가 간편한 통합적인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HPE ProLiant
DL Server

다양한 워크로드 및 애
플리케이션 전반에 걸
쳐 데이터센터 효율성
을 제공하는 다목적 컴
퓨팅의 가장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통해 인
프라를 고도화할 수 있
습니다.

HPE Apollo
Rack Server

고성능 컴퓨팅과 빅 데
이터 분석용으로 제작
되어 보다 적은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혁신적인 성능, 뛰어난
확장성과 경제성
을 자랑합니다.

HPE Integrity
Rack Server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
한 워크로드를 위해, 최
적화된 가용성,
확장성 및 효율성과 균
형을 이루는 최고 수준
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HPE ProLiant
MicroServer

작고 조용하고 스타일
리쉬한 이 서버는 서버
를 최초로 구매하는
소기업용으로 적합하며,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
에 생산성, 효율성
보안을 향상합니다.

HPE ProLiant
ML Server

조용하고 스타일리쉬한
이 서버는 서버를 최초
로 구매하는 소기업용
으로 적합하며,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생산
성, 효율성 보안을 향상
합니다.

Entry Level
Server

가장 까다로운 워크로
드에 필요한 성능과 선
택 옵션, 편의성을
단순하고 경제적인 방
식으로 원스톱으로 제
공합니다.

HP Technical Server 



Enterprise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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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응답성을 요구하는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아키텍처

독립 실행형 Apps, 응답시간 및 가성비, DAS

빠른 응답성을 요구하는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아키텍처

클라우드 인프라, 온/오프 premises, QoS 보장

고 성능 기반의 Shared IT infrastructure에

최적화 된 아키텍처

범용 업무, 가상화 인프라, 파일 애플리케이션

복잡한 미션크리티컬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아키텍처

하이브리드 플래시, 유연한 구성, 뛰어난 안정성

NetApp 스토리지 시스템은 NetApp DATA FABRIC으로 미래를 대비합니다.

NetApp 스토리지는 업계 최고의 성능 및 데이터 센터 효율성을 보장하며, 지속적인 혁신으로 스토리지 업계에서

의 리더를 지향합니다. NetApp만의 OS인 DATAONTAP 9에서의 Clustered 환경 구축으로 스토리지 효율성을 향

상 시킵니다. NetApp®의 솔루션을 사용하면 데이터 증가를 제어하고 용량절감 및 활용률을 높여 IT 성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F

SolidFireAFF

FAS

NetApp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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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Solution IBM Spectrum LSF

IBM Spectrum LSF

IBM Spectrum LSF를 적용하여 HPC자원 활용율을 개선

IBM Spectrum Computing은 지능형 워크로드 및 정책 기반 자원 관리를 사용하여 데이터 센터, 사내 및 클라우드 전반에서 자원을 최적화합니다

IBM은 150배 더 빠르고 160,000개 이상의 코어로 확장 가능한 최신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분산된 미션 크리티컬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분석 및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차세대 개방형 소스 프레임워크(예: Hadoop 및 Spark)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pectrum LSF

Application-
centric

User Portal

Computation
Workflow

Automation

Optimized
Software
Licenses

High-
throughput
Resource

Scheduling

Intelligent
Data Staging

Operational
Dashborard

Business
Intelligence
& Capacity
Planning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HPC 환경이 어떻게 사
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통한 운영효
율성의 확보

손쉬운 사용법, 접근성, 
단순화를 통해 사용자
생산성을 향상

효율적인 스케줄링 및 공유정책을 통한 자산의 활용율 개선

주요기능



[주]바인테크는 데이터센터 운영간 필요한 요소를 제공합니다. 전력과 전압 그리고 온도를 파악할 수있는 IT 스마트랙과 인입되는 실시간 전력량 확인이 가능한 PDU를

제공합니다. 통합공조시스템(DCIM)은 전력, 냉·난방, 소방, 보안 자산 자동화를 지원합니다.

보안구역침입금지, 작업자의안전을 향상시킬수있는 IGEMS(실내위치추적)까지 최적의데이터센터 관리를위한통합솔루션을 제공합니다.

Datacenter Management Solution 제공

IT 
Smart 
Rack

DCIM

IGEMSPDU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본으로 장착하여 내부온도의
상태가 외부로 모니터링 되며, 설정된 내부 온도에
따라 Cooling system이 자동으로 동작하여 소음을
규제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스마트한 RACK

잠재적인 전원 과부하 경고사항을 정의하고 심각한 IT 
오류 발생전 실시간으로 원격부하 모니터링을 제공
에너지 최적화와 상세한 가용계획을 위해 필요한 각
각 전원 포트별 실제 Metering 기능제공

평시에는 작업자들의 동선 파악 및 모니터링하고, 위
험지역이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을 통해 회피경고
및 안전확인을 함. 유사시에는 사용자들로부터 위험
메시지를 수신하여 전파함

데이터센터시설인프라 통합 , 서버실상면 관리및 가용
자원관리
에너지절감을 위한최적화관리 ,
데이터센터운영상황실시간분석
관리에최적화된관리 Tool 제공

Data Center
Management Solution

Distribution / Monitoring

Enterpris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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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mart Pack/Real-Time RTLS Solution



Network Integration Ipswitch

- 직관적인 맵(Map)과 간편화된 웹UI

- 무선장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니터링 제공

- 유연한 Point 방식의 라이센스 구조

- 수집엔진 분산을 위한 별도의 Poller 구조 제공

-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Edition 2012 버전 탑재

- EXS, EXSi, Hyper-v등 다양한 가상화 OS 모니터링 지원

- FlowMonitoring을 통한 상세 네트워크 분석으로 성능 최적화

- Database 자동 백업 및 유지보수작업을 위한 스케줄링 엔진

• WhatsUp Gold는 유선 및 무선네트워크,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광범위한 IT 관리가 완벽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 Layer2 및 Layer3 장비탐색 및 맵핑과 같은 일상적인 관리업무들은 WhatsUpGold에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자산 및 장비현황 리포트 등은 현재의 자산현황과 설정

정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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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Up Gold는 다양한 규모의 IT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NMS입니다.

IT 자산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WhatsUp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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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Rail Smart Grid Smart
Oil Field

Smart
Transportation

Smart
Factory

Smart
Marine

Network Integration MOXA

Industrail IoT Market Leader “MOXA”

산업자동화 및 다양한 산업군에서 증명된 네트워크 기술을 제공합니다.

MOXA의 솔루션은 고객의 시장도입시간(Time-to-market)을 줄여주며, 네트워크

융합기술의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고객의 자동화 시스템이 스

마트 서비스 및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MOXA는 25년이상 산업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글로벌 기

업으로서, 전 세계 산업용 Connectivity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신뢰성 있는 솔루션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MOXA의 고객들과 파

트너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기민하게 적응하고 지속적인 생산성 및

운영 효휼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Edge-to-Core Automation Network Solutions공장설비 자동화 지능형 교통시스템 전력 인프라 자동화 전력 인프라 자동화

㈜바인테크는 MOXA한국총판사로서, 

산업자동화를 위한 Industrial IoT 네트

워크 솔루션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전

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환경에

최적화된 산업 솔루션을 구성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http://www.vinemall.co.kr

Application

Management Networking Infrastructure Edge Connectivity

Device&Network
Management

Industrial
Routers

Industrial
Ethernet

Industrial
Wireless LAN

Gateway
Computers

Serial
Connectivity

I/O
Connectivity

IP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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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Platform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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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Platform R&D Center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ICT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소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첨단 ICT기술을 활용하여 IoT/CPS, 인공지능 기반의 만물초지능 혁명을 통해 사람, 사물, 공간을 초 연결, 초지능화 하여

산업구조 사회시스템 생태계 혁신과 시장선도적인 기술을 접목한 우수솔루션/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에 출시. 운영 및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특허 출원 및 등록, GS인증, 저작권 등록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R&D Center

새로운 미래 시장 활성화 솔루션 제공, 글로벌 시장 사업 확대
• 미래기술분야 연구 및 기획연구
• 정보공유 및 미래시장파악을 통한 예측
• 미래사회 요구되는 기술개발 니즈 발굴
• 특정분야에 맞는 솔루션 필요성 연구
• 국가 R&D 정부과제 수행 -> 기술력 확보
• 신규 기술/ 서비스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
• 특허, 프로그램 등록, GS(Good Softwere)인증

Customer Business Challenge

• ICT기반 기술력 확보(IoT, BLE, Big Data, Network, 
Analysis, Prediction,  Service, Sever, iOS, Android, AI 등)

• 고객 Needs 및 시장선도적인 기술개발
• Target 분야에 필요한 기능 연구 및 적용 확장
• 다양한 정부/민간 연구 참여 기술개발능력 배양
• IoT 및 IT Management 시장 Solution 출시

IT/IoT Solution Development

• IoT 관련 자사 솔루션 라인업 확보
• IoT 품별 패키지화
• 4.0 Industrial Solution 제품화
• 고객 Needs 및 미래예측에 맞는 솔루션 제공
• 개발 노하우 및 성과물 축적으로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시장 진출(미국, 중국, 유럽 등)

Business Application and Producing 



HPC 및 그리드 환경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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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C/Grid Computing Solution업체
[주]바인테크는 국내 HPC 및 Grid 환경에서 독보적인 실적과 기술능력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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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적이고 효율적인 그리드 컴퓨팅 솔루션을 공급하고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반도체설계디자인 환경이나 금융연산 환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고객의 효율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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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활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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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및 비용절약

시스템 예약 및 배정 등의 작업이 자동화

지능적인 작업 스케줄링으로 시간절약

시스템 자원 사용률을 최대화하여 시스템 구매예산 절약

고가의 어플리케이션의 효율적인 사용

이기종환경의분산리소스통합관리

Strengt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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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과 강점

HPC
&

Grid System



NMS(Network Management Solution) 시장에서 최대 실적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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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의 경험을 통해서

기업IT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기술지원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이는 솔루션 컨설팅과 개발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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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 2 차별성과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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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투자역량

• ICT 시스템 구축 및 IoT 개발능력

• 빠른 혁신기술의 도입 및 기술교류

선진 미래 기술의 융복합 / 4차 산업혁명 표준 플랫폼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역량

20

Strength 3 차별성과 강점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 ICT 및 IoT기반 표준 플랫폼 솔루션 개발능력 보유

4차 산업혁명의 속성은 기술의 혁신, 제조업의 혁신, 플랫폼기반 서비스의 혁신입니다. 모든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되어 사이버 물리 시스

템이 구축 될 것입니다.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는 기술의 융합체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ICT환경은 AI, 로봇, 드론, 클라우드, IoT, 네

트워크, 모바일, 빅데이터, 예측기술 등의 다양한 기술을 통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모든 산업에 매우 중요한

융합요소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표준 플랫폼
솔루션 제공(B2B/B2C/B2B2C)

On - Demand 경제 창출 미래
기술 기반 모바일 서비스 공급

융복합되며 공진화하는
기술혁신 선도

제조(H/W)와 산업구조의 혁신
(제조공정의 디지털화, 
제품의 서비스화) 

AI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공유경제, 블록체인)

IoT Sensor
센싱/

Interface
기술

빅 데이터, AI,
머신러닝,
예측 기술

데이터
가시화 및
대시보드

UI/UX 기술

모바일
서비스 기술

(Android, iOS, 
Windows)

기가 인터넷, 
LET/ 근거리
네트워크
연동 기술

실시간
실내 위치
인식 기술

(RTLS)



IoT 플랫폼

사업비전과 목표

브랜드전략

위존 B2C 플랫폼

위존 B2B 플랫폼



IoT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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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 도전Global Market 도전

창의, 혁신적
핵심기술

HPC / Grid / NMS

Distributed Computing
DB & Cloud Technology

IoT
기술 융복합

IoT Platform

5G/VR/Drone
Robot/Sensor/Beacon
Big Data/AI/Security

신규모델
사업화

4차산업혁명 변화시대에 따른 B2B, B2C, B2B2C용 IoT 표준플랫폼 전문업체로 성장.

New IoT 
Service Model

P2P & O2O 
Business Model

사업비전과 목표

4차산업혁명 표준플랫폼 개발

연결/모니터링-제어

지능화/고도화 -자율화



23

IoT 플랫폼

은 다양한 IoT기술과 App으로 구성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Platform이다.

우리를지켜주는커다란 고래(IoT기술)이며, 

어두운밤길에우리를안전하게밝혀주는
등대(App)이다.

은

브랜드전략(Identity)



개인소비자를 위한
4차산업혁명
표준플랫폼

IoT 디바이스
서비스 제공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위존 모티브
고래 상징성

우리들의 새로운 공간

위존 컨셉
소중한 사람을 지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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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플랫폼 브랜드전략(네이밍체계)

의 세계관을 반영한 네이밍 전략 “고래” & “등대”

기업을 위한
4차산업혁명
표준플랫폼

B2B 플랫폼

B2C 플랫폼

Products

IoT 디바이스 및
위존 프랜즈
캐릭터 상품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

Talk, Kids,
Bank, Fit,
Travel …

Character

IoT Device

On-Line

Off-Line



System 
Integration

HPC 
Operation

IoT 
Technology

R & DBig-DataNetwork 
Management

Ou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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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플랫폼 의 구성

은 B2B, B2C 서비스로 구성된다.

• WeZON Application
• WeZON Beacon
• WeZON SNS
• WeZON Friends

• IoT-EMS
• IGEMS
• Litmus Cloud
• Secu-Runner
• IoT Device

B2C Service

B2B Service



B2C전용 IoT 플랫폼

다양한 컨텐츠를 하나로 통합

4차산업혁명 표준플랫폼

IoT
Sensor 

Interface

IoT
Network 
Interface

Data
Analysis

Total
Application 

Device
Service

- Mobile
- Watch
- Tablet
- PC

- 수하물 관리
- 영ㆍ유아 관리
- 반려견 관리
- 스마트 관광
- 홈 IoT
- 안전
- 위치기반

- Statistics
- Personal Patten Analysis 
- Machine learning
- Real-Time Analysis
- Dashboard
- Web Service
- Chart/Graph
- APIs

- BLE/ZigBee/ Wi-Fi
- Gateway
- LTE/LTE-A
- LPWA

- Beacon
- 가속도센서
- 조도센서
- CCTV정보
- 온도센서
- GPS
- CO2센서
- 먼지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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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 IoT 전용 플랫폼으로서 개인이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 성향 및 패턴분석이

가능한 최적의 온디맨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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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ZON We˚Fit

We˚Kids

We˚Talk

We˚Travel We˚Bank

다양하고 전문적인 IoT기술로 구성된 Mobile용 개인 통합 App이다.

https://youtu.be/-6d4PICpX_o

* 다온이의 일기

B2C전용 IoT 플랫폼

https://youtu.be/-6d4PICpX_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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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con의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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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con의 Concept



We connect things, People, Objects and Business.

WeZON Beacon
Yellow

위존 비콘은 제품에 내장된 블루투스(BLE) 통신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및 전용 스캐너(WeSCAN)와 연동하여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구현하는 초소형

스마트 태그입니다. 블루투스 데이터 및 신호세기를 통해 다양한 B2C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으며, 센서 추가 및 다수 비콘 디바이스 연동을 통해 기업용

서비스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WeZON Beacon
Blue

WeZON Beacon
White

WeZON Beacon
Red

저전력

블루투스

통신

스마트폰과

스캐너연동

실내

위치 측위

재고자산

관리

아동/동물

실종방지

귀중품

분실방지

상용 마케팅

서비스

실내 위치

경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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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con



서비스(개인)

WeZON 메인화면

WeZON Beacon

영유아

위존 비콘으로 스마트한 IoT 라이프

위존 비콘은 개인 소지품 혹은 아동, 애완견 등에 부착하여 분실 및 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블루투스 비콘 입니다.

위급상황발생시 비콘 SOS버튼을 눌러 나의 위험상황을 가족과, 친구, 유관기관에 통보. 실시간 위치 알림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려견 안심귀가(SOS) 귀중품 관리

분실방지 골프백 치매노인 수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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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ZON
Beacon

서비스(단체)

WeZON App
메인화면

WeZON App
테마존

위존 앱의 테마존과 비콘을 활용한 서비스

유치원, 동호회, 관광 및 단체 비콘을 활용한 커스터마이징 된 테마존이 계속적으로 출시 됩니다.

32

유치원

골프 모임

가이드

등산 모임

리조트

단체 관광



IoT 이화여자 스마트 대학교

B2B2C 적용 서비스

IoT 안심 행복 유치원

IoT 스마트 쉼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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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위존 페스티벌 Zone 리스트

재즈 페스티벌 (자라섬 10.20~22) : 페스티벌 라인업 공유,

인근맛집, 정보공유, 닭갈비유명한집, 할인이벤트 정보공유,

버스, 지하철 막차시간 알림 서비스



내가 어디에 있는 내 위치의 모든 모임을 찾아주는 WeZON App 입니다.

내 위치를 기반으로 Zone를 생성 할 수 있고, 자유롭게 거리 범위를 설정하여 범위 내 멤버들끼리 우리만의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모임 계획을 세우고 후기까지 작성이 가능하며 어떤 모임도 쉽게 만들고 공유 할 수 있어 즐거운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위존 검색 (#) 위존 채팅

위존 방 생성

34

Community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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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BALL)

위존 야구 커뮤니티 :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응원팀만 응원, 편파 중계, 선수 정보 확인, 뒷풀이 만남.

치킨 맥주 쿠폰 제공, 경기 내용 공유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위치기반 위존 생성 게시글 작성 및 멤버 공유

위존 야구 Zone 리스트

#야구 #응원 #단체

#야구 #굿즈 #상품 #공유

#야구장 #음식 #별미

Community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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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StarCraft Remastered) : 특정 선수 응원, 사인회 정보 공유, 경기 전략 공유, 이벤트 정보

위치기반 위존 생성 위존 SNS 채팅 기능

위존 스타크래프트 Zone 리스트

#스타크래프트 #경기 #사인회

#스타 #런칭 #이벤트 #티켓

#스타 #부스 #상품 #굿즈

Community

SNS



트래블택 위조이 바니 트래블택 위조이 시니

• 위존앱과 연동되는 위존 비콘 삽입형 스마트 트래블택

• 미아방지 / 분실방지

• White / Blue

• 일반형 트래블택

• Black / Red

볼마커 위조이 누리 / 바니 / 시니 / 반려견용 스마트홀더 / 셀카용 스탠드

위존 이모티콘

위존의 대표 캐릭터 및 이모티콘 입니다. 위존 컨셉에 맞춘 다양한 캐릭터 상품이 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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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존 여권지갑 / 네임텍

Products

위존 캐릭터를 연계한 아이디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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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with killer whale & hidden lighting “

The pattern of the killer whale is represented by a large form of the beacon product. Th
e soft body is derived from the sharp whale's shape and the button is similar to the eye
-catching pattern of the orcas. The achromatic colors black, charcoal and light gray are 
designated as the main colors, and the body is painted with matte colors. The lighting 
was not buried at the time of configuration, but the hidden LED that appeared when usi
ng it was applied.

Ver 2.0 Smart Tag



Ver 2.0 Smart Tag

“Design motivated from the whale's blow hole“

The whale rides over the nose on his back, climbing over the surface of the water a
nd breathing while pumping out the water that has been damp.

With this shape as a motive, the main body expresses the shape of the whale succi
nctly, and the buzzer hole, which is expressed as a metaphor of the nose of the wh
ale, makes the alarm sound of the beacon more effective.



Ver 2.0 Smart Tag

“ Design motivatied from the whale's silhouette reflected in the sea “

Designed with motifs of whales silhouetted to swim leisurely in the water. You can see a 
dark silhouette in a transparent artifact like a silhouette of a whale seen when a whale cl
imbs up from th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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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측정기 스마트침대 We Drone

스마트워치 & Fit

AI스피커

스마트저울

Products

Beacon USB Beacon

IoT 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디바이스



B2B전용 IoT 플랫폼

= IoT-EMS

IGEMS

Litmus Cloud

IoT-Device

IoT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Indoor GPS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Secu-Runner

IoT Security Management System

IoT Cloud Management System

38

다양하고 전문적인 IoT기술의 Application과 Device로 구성된 통합 Solution이다.

Vine-BEMS

IoT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IoT-EMS 핵심기능

ㆍ 기업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설치형 IoT 플랫폼

ㆍ IoT 디바이스 관리 및 데이터수집 플랫폼

ㆍ 무중단 UDP / TCP Beacon 데이터 수집서버

ㆍ 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를 위한 대시보드 제공

ㆍ 빅데이터 처리와 활동패턴 분석 알고리즘 탑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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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환경의 플랫폼 코어 엔진 “IoT-EMS”

IoT-EMS는 4차 산업혁명시대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센싱 데이터(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공공데이터)를 가공, 분석, 가시화 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지원 하는 서비스 플랫폼 코어 엔진입니다. 기업 / 산업체 / 공공 환경에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데이터) 수집을 위한 미들웨어 서버와 트리거

에 의한 자동화 정책을 지원합니다. IoT-EMS는 사용자의 IoT 디바이스 관리 및 업무시스템 연동을 위하여, 로컬환경 혹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설치가 가능하

며, 사용자들은 데이터 수집-저장-분석-가시화의 기능을 제공하는 IoT-EMS 엔진을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IoT-EMS(IoT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B2B전용 IoT 플랫폼 : IoT-EMS



IoT-EMS Core 

(Basic Edition)

IoT Management Platform

IoT Smart 관제를 위한 디바이스 관리 및 데이터 수집, 분석, 가공. 다양한 분야에 확장을 위한 기능 추가 가능

IoT 디바이스 연결 IoT 디바이스 관리 데이터 수집 대시보드 생성 데이터 분석

리포트 생성 연동규칙및경고설정 업무 알고리즘 적용 데이터 API 설정 시스템 설정 도구

Option Module

(Ext. Edition)

IoT 위치관제

비콘 및 Crowd GPS 기술
2D/3D GIS 정보 기반
대상자 위치 확인

대형마트, 헬스장, 유치
원, 병원, 공원, 공사현장, 
선박, 관광색, 애완동물

데이터센터 FMS

센서기반 환경정보 수집
온습도 및 전력 모니터링
효율적인 IT 환경 운영

발전소, 공장, 데이터센
터, 대형공조시설, 건물

관리소

에너지 관리

건축물 및 시설에너지관리
전력 및 난방, 수도 등 계측
지능형 관리 알고리즘 적용

대형건축물, 빌딩, 사무
공간, 학교, 식당, 상수도

SOC/건축물 관리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IoT 센서 및 통신을 통한
균열 및 손상감지, 관리

교량, 항만, 댐, 철도, 상
하수도, 발전소, 주택

환경관리

실내외 센서기반 환경관리
공기질/수질 등 모니터링
대고객 서비스 만족도 증대

건축물, 공공기관, 백화점, 
지하철역사, 터미널, 학교, 

병원, 수자원 시설

44

IoT-EMS 의 주요기능 및 구성

B2B전용 IoT 플랫폼 : IoT-EMS



IoT-EMS 화면 예시

IoT-EMS는 다양한 센서 및 CCTV 연동, 외부시스템의

데이터(Open API)를 통합 수집하여, 이를 다양한 형태의

관리 및 관제, 제어를 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

도록 지원합니다. 수집된 정형/비정형 데이터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DB에 축적되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IoT-EMS 주요 화면_Web Dashboard

IoT-EMS의 대시보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윈도우콘솔 및 웹대시보드 형태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정보는 축적된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효율적

인 UI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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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EMS의 주요 화면 예시

B2B전용 IoT 플랫폼 : IoT-EMS



IoT-EMS 기반의 유해화학물질 플랫폼은, 산업기계 및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센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유출사고의 감지 및 이에 따른 빠른 대

처를 가능케 하며, 유관기관의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

경보 전파를 수행합니다. / 집단지성 공유기능 , SNS기능

탑재

국가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특허등록 4건)
서울특별시 전기차 대시보드 플랫폼

전기차에 부착된 디바이스로부터 수집 되는 OBD, IoT

센싱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할 수 있는 Rest 시스템

개발, 미들웨어 및 게이트웨이시스템 간의 무정전 작동

을 위한 분산 이중 처리 시스템 체계 구축합니다. 

서울시내 전기차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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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EMS 적용사례

B2B전용 IoT 플랫폼 : IoT-EMS



IGEMS 핵심기능

ㆍ 비콘(BLE) 및 메쉬네트워크 기반의 실내위치 추적솔루션

ㆍ 무중단 UDP/TCP Beacon 데이터 수집 및 위치분석서버

ㆍ Mesh Network 구축을 통한 비콘 위치 추적 알고리즘의 자체 개발

ㆍ 빅데이터 처리와 활동패턴 분석 알고리즘 적용가능

ㆍ Restful Framework 제공 및 특허출원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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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GPS IoT 지능형 서비스 플랫폼 “IGEMS”

IGEMS는 IoT 핵심 기술인 BLE 기술을 활용하여 실내공간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2차원 및 3차원 GIS정보와 무선통신 기반의 Mesh Grid 네트

워크를 통해 실내공간의 위치정보, 사용자의 활동량 및 운동량을 수집하여 패턴을 분석, 시각화, 통보하는 안전ㆍ편익ㆍ건강을 위한 위치정보기반 IoT통합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IGEMS는 비콘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서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최종고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함을 목표로 실내 및

건물 내부에서의 침입 감지, 경로유도 주차관제 및 화재, 아동 실종 등의 유사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IGEMS(Indoor GPS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B2B전용 IoT 플랫폼 : IG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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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EMS의 주요기능 및 구성(특허등록)

IGEMS는 비콘(BLE) 디바이스와 스캐너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물, 사람을 추적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맵핑 하며, 플랫폼내 탑재된 위치보정 알고리즘은

다양한 변수에 의한 오차를 보정하여 추적 대상의 정확한 위치 관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B2B전용 IoT 플랫폼 : IGEMS



공사현장 관리매장 건물 관리

미아 방지관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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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EMS 주요 적용시장(관광, 쇼핑, 경로 유도, 위치 추적 , 공사현장 관리)

B2B전용 IoT 플랫폼 : IG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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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EMS 적용사례 - S사 데이터센터에 동선관제 솔루션 공급

㈜바인테크는 16년 12월에 국내 대기업 S사에 IGEMS 기반 작업자 동선관제 솔루션을 공급하였습니다. 관리자는 IGEMS를 기반으로 맵매칭설계 콘솔에서

도면을 불러오거나 새로작성하여, 공간정보 상에 위치측위 스캐너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를 통해 수집된 비콘태그의 위치정보는 사용자 UI 화면에 좌

표로 표시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업무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B2B전용 IoT 플랫폼 : IG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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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arking System

차량 내 비콘 부착 [WeZON Beacon] 충전소 거점 설치 [WeSCAN]

데이터 수신 서버 전송

전기차 관리 서버

주차관제 송신

전기차 관제 플랫폼

IGEMS 적용사례 - 서울시 전기차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 공급

Smart Park System인 서울시 주요 충전소 포인트(거점)에 IoT 기술인 비콘과 스캐너, 서버연동을 통하여 전기차의 실시간 입, 출차. 주차관제모니터링이

가능한 사물인터넷 기반의 Smart 무인 전기차 관제시스템 입니다. 차량내 부착된 비콘 신호는(Rssi) 스캐너가 인지, 메인서버 또는 대시보드 플랫폼으로

전송하여 전기차의 현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B2B전용 IoT 플랫폼 : IG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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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mus Cloud”는 복잡한 전원선, 통신선이 필요없는 저전력 무선환경감지 시스템

고객의 Data는 Cloud로 저장되며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초 저전력 설계로 배터리 교체 없이 5년 이상의 수명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설치한 센서의 종류 및 수량과 사용한 시간에 따라 월 단위로 과금하는 형태로 초기의 적은 자본으로도 손쉽게 IoT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ㆍ 초소형 센서로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위치 설치

ㆍ 복잡한 전원선 통신선이 필요 없음 (구축비용 절감)

ㆍ 클라우드 저장 및 실시간 분석 서비스 제공

ㆍ SNS를 통한 다양한 알람 채널

Litmus Cloud 핵심기능

Sensors
Gateway
Wireless Link

B2B전용 IoT 플랫폼 : Litmus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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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 S 전자 Smart Rack 솔루션 공급

S전자의 Smart Rack에 내장된 “Litmus Cloud”는 데이터 센터와 Rack 내부 온, 습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  설정된 온, 습도에 따라

Cooling System이 자동으로 동작하여 소음을 규제하고, 에너지 절약 및 데이터 센터의 관리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다. 

메인센터 전송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화 관리

데이터센터 운영상황 실시간 분석

서버실 공간배치 최적화

Main Center Data Center 

Rack 내부 온, 습도 환경 상태 감지

B2B전용 IoT 플랫폼 : Litmus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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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e-BEMS”! 건물 내 간단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설치로 10~15% 공조기/냉동기 에너지절감

Vine-BEMS는 일본 도쿄일렉트론디바이스의 공조기/냉동기 에너지절감용 압축기 컨트롤러 장치와 바인테크의 IoT 플랫폼 기술이 컨버젼스되어 개발
된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으로 에너지정보의 수집부터 모니터링, 분석, 제어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의 공조기, 냉동기의 압축기를 30분 1회 3~5분 정지시켜 가동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제어에 의한 압축기의 급격한 ON/OFF를 방지하여 압축기를
보호하는 로직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구축되어 있는 사례를 보면 Vine-BEMS 설치에 의한 운영시에도 온도변화는 ±1도 내외에서 유지됩니다

시스템 구성 개요

공조기/냉동기 에너지 절감 IoT 플랫폼 : Vine-B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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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e-BEMS”! 사용자 최적화 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

Vine-BEMS의 SW 플랫폼은 에너지 관리 뿐만 아니라 건물 및 공장 등의 환경관리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사용자 요구에 부합
할 수 있도록 관제하고자 하는 대상을 설계하는 툴과 설계된 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HMI & WEB HMI, 그리고 Dash Board로 구성이 가
능한 다양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ine-BEMS 주요 이미지

공조기/냉동기 에너지 절감 IoT 플랫폼 : Vine-B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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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전용 보안 Platform

“Secu-Runner”는 IoT전용 보안 Platform으로 과기부과제로 개발 중 (예산31.1억)

<사물인터넷 기술 개념도>
보안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다양한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수백 억 개에 달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된다. 이러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들은
제한된 배터리 용량에 컴퓨팅 파워도 떨어지는 소형의 디바이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별도의 암호화 과정 없이 데이터를 생성한 후 주변의 다른
디바이스들을 통해 인터넷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거나 변조된다면, 개인의 재산 및 프라이
버시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각한 보안 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다.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해킹은 그대로 물리적인 공간의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S/W 개발
 보안 부트스트래핑을 제공하는 블록체인기반
백엔드 서버 및 서비스

 보안 모듈 사용을 위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생산용 Production SW 및 Test SW

2. H/W 개발
 보안 부트스트래핑 기능을 지원하는 LTE IoT(NB IoT 
및 eMTC)를 지원하 는 통신모듈

 보안모듈을 이용한 센서장비의 시제품
 2단계 인증을 지원 하기위한 IoT인증기

“자원이 제한된 경량 IoT디바이스에게

보안 크리덴셜을 안전하게 설정/재설정

할 수 있는 IoT 보안

부트스트래핑 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표(-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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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Device

IoT용의 비콘/센서/스캐너/Gateway 등 자체 개발

블루투스(BLE) 신호 수신용 스캐너

GPS Smart Tag(개발완료)Beacon 5종세트

USB 스캐너/ Wifi공유기 I/F(개발 중)

실내 위치 측위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각종 센서와 비콘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I/F하고 서버시스템에 연동하기위한 기술 융합형 스캐너 및
Gateway등을 개발하여 IoT 환경구축을 위한 핵심 디바이스로 제공하고 있다

Litmus 온.습도센서 & Gateway



비전

신규사업목표

사업전략

로드맵



비전

STRATEGY Technology
Differentiation Experience based

Customer Support

경험기반
고객서비스 지원역량 강화

Future Technology
Integration

미래형/융합형
BM기술 개발 및 접목

Branding

브랜드신뢰도 및
인지도 제고

Globalization

글로벌경쟁력 확보

세계와 함께하는
IoT 전문기업

위존

VISION

MISSION

4차산업혁명 표준플랫폼 서비스모델의
시장안착 및 확대

연관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 및 가속화

부가서비스 상품모델의
적용 및 확대

Customer
Relationship

CORE VALUE

Creation Challenge Credit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조성 새로운 시장에의 도전 기업신뢰성과 안정성

선도적인 기술력 고객중심 사고

Leading
Technology

IoT 기술력
개발역량
강화

System
Integration

HPC
Operation

Network
Management

Big-Data
Platform

IoT
Technology

Research &
Developmen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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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Platform 전문기업 의

중장기 Vision

B2B B2C



신규사업 목표

60

세계와 함께하는 IoT전문기업

확보된 기술

다양한 채널

• IoT 선진기술
• 개발 결과물
• 데이터 관리기술
• 트래픽 관리기술

• 시스템 인프라
• 클라우드 시스템
• 전문운영인력
• 유연성 및 확장성

• 고객정보
• 위치기반정보
• 빅데이터 활용
• 컨텐츠 정보

• 개발 및 제조능력
• 판매 및 마케팅 능력
• 브랜드 / 기업이미지
• 자금확보 능력`

• 소비자 직접 채널
• 마케팅 채널
• 파트너쉽 채널
• 온/오프라인 판매채널

• 상품 시장안착
• AISAS 확산구조
• 소비자 충성도
• 4차 산업혁명 표준플랫폼

Challenge to Global Market

B2C

B2B

Smart CITY

B2B2C



Business Strategy 사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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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oT통합 APP

 B2C Platform

ㆍIoT통합 Solution
(IoT SI & Project)

 B2B Platform

 On-Line Business

ㆍIoT 전문 Shop

 Off-Line Business

BUY

ㆍIoT전문 Shopping Mall



Business Strategy 사업전략

IoT Platform Business Strategy 

• Global Branding of Products (IoT Platform)
• 3 Regional Sales Strategy
• Announcement in the united States  

IoT Platform
Amazon Store  Silicon Valley US Office

Step3. EURO

• IoT Platform sales start in 2019/1H 

• Established the EURO office in 2019/2H 

Step2. ASIA

• IoT Platform sales start in 2018 /2H

• Channel Partner Recruit  in ASIA(Japan/china)

Step1. USA

EURO Office

Seoul Office

U.S. Headquarter 

• Announcement from 2018/1H

• Established the US Office in 2018/2H 

62



Busines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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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map

Change Management (Mutual Dependence) 

New

Existing

1st Round 2nd Round 3rd Round
Entering Nasdaq! 

Inflection
point

Existing/New/WeZon
Rate: 70%/10%/20% 

Existing/New/WeZon
Rate: 50%/15%/35% 

Existing/New/WeZon
Rate: 35%/15%/50% 

Existing/New/WeZon.
Rate: 20%/20%/60% 

IoT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Investment Plan(1-3rd )
Entering Silicon Valley!



파트너

협력사

고객사

인증실적



Partnership 협력사

System

Solution

Network

Research

Academy

Consortium
Organizati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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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s  

PublicFinancial

Educational

Customers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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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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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실적Patent & Certification

특허등록증
제10-1384520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기업 확인서 연구조합가입증명서
(혁신창조경제IoT기술연구조합)

이노비즈기업 인증서

공동업무협약서 (한양대학교) 공동업무협약서 (의왕시청) 업무협력 협약서 (경상남도)

특허등록증
제10-1627981

특허등록증
제10-1699322

특허등록증
제10-1647999 

특허등록증
제 10-1743138 

서비스표 등록증 서비스표 등록증

프로그램 등록증
제 C-2016-009688

저작권 등록증
제 C-2017-007818

저작권 등록증
제C-2017-006762



Thank you.

02-2182-8300

support@wezon.com

vinetech.co.kr  | wezon.com  | vinemall.co.kr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7, 현대지식산업센터 C동 1205~12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