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사 소 개 서

㈜원비즈시스템
http://www.onebizsystem.com

사업분야
l IP-PBX 판매/구축/AS
I 구내통신 서비스
l Managed 서비스
l 무선랜(Wireless LAN)
l SI/NI
l UC Solution
l 보안 Solution
l 정보통신공사/유지보수

2019. 05월 현재 기준

Introduction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구축 및 운용경험의 Know-How를 통해 IP Telephony, Network,
무선랜, SI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과 컨설팅 능력을 보유한 IT 전문기업 입니다
회

사

명 : ㈜원비즈시스템

대 표 이 사 : 박 의 영(朴義榮)
회사 설립 년도 : 2005년 4월
자

본

금 : 2.1억원

신용등급

: BBB-(‘19. 04월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액 : 181억(전국 198위/2018. 07. 31일 공시)
임

직

원 :

사 업 분 야

38명
〮 IP Telephony 판매/구축/AS
- IP-PBX, VoIP, IP Phone, UC Solution 등
〮 무선랜(Wireless LAN) 판매/구축/AS
- AP, AP Controller, IoT G/W, 무선보안 인증 및 관리시스템 등
〮 보안 Solution 판매/구축
- Firewall, IDS/IPS, UTM, Spam 차단 등
〮 SI/NI 설계/구축
〮 정보통신공사/유지보수
〮 구내통신 서비스
〮 Managed 서비스
〮 전국형 제휴점 (KT사외 유통망)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47(충정로3가) 신원빌딩 4층

전 화 번 호 : 대표번호 : 1577-2004, 02-393-7200 / FAX : 02-364-5011

홈 페 이 지 : http://www.onebizsystem.com
주요 사업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S/W 사업자 등록, ISO 9001, 2000인증
파 트 너 사 : 삼성전자, KT, Cisco, Juniper, HP, IBM, 파이오링크, 다산네트웍스, 유비쿼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원비즈시스템

History
2019 05. 농협네트웍스 협력업체 등록
03. 서울특별시 모범납세 유공자 표창
02. 삼성전자 Enterprise Best Partner 수상

2018 04.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2018 04. 주식회사 스마트로 대리점 계약 체결
2017 01. 삼성전자 Enterprise Partner 우수상 수상
2016 03. 삼성전자 파트너사 IP-PBX분야 Platinum, 무선랜 분야 Silver
2015
2014
2013
2012
2011

02.
12.
09.
09.
09.
04.
04.
01
03.

KT텔레캅 CCTV서비스 설치/AS 업무위탁 계약
삼성전자 Enterprise 최우수 파트너사 선정
KT 스마트 스쿨넷(무선랜) 전국 시범사업 협력사 선정
KT Managed 무선랜 Partnership 체결
대우건설 국내현장(300개) 통합관리 운영서비스 계약 체결
Juniper/HP Networks Partnership 체결
삼성전자 Wireless Enterprise Partnership 체결
Cisco Systems Partnership 체결
삼성전자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Partnership 체결

11. 고용노동부 140개 지점 인터넷전화망 구축사업 수행
03. KT Managed IP-PBX Partnership 체결

2010 07. 전기통신공사의 시공 및 부가서비스 부문 ISO 9001 취득
04.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
02. KT IP-PBX 시공 및 개통 Partnership 체결

2009
2008 04. UC 솔루션 전문 Partnership 체결 (삼성전자,핸디소프트)
2007 09. HP/IBM 서버 Partnership 체결
2006 06. 삼성전자 Avaya코리아 교환기 취급(T2 인증)
2005 09. 삼성전자 PBX Partnership 체결

조직도

0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200204호)
04. ㈜원비즈시스템 설립

CEO

(2018년말 현재)

대표

감사

경영관리 부문

영업 부문

시스템관리 부문

지점

기업부설연구소

경영지원팀

Enterprise영업팀

시스템 구축팀

인천지점

솔루션 개발

영업지원팀

구내통신사업1팀

강원지점

대우건설사업팀

구내통신사업2팀
구내통신사업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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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 분석과 통신환경 진단을 통한
컨설팅 지원으로 Total IT Service 및 Solution을 제공합니다

통신공사/
유지보수

무선랜

구내통신
서비스

Core
Technology

Managed
서비스

IP-PBX
판매/구축/AS

UC

SI/NI
보안
사업분야
구내통신
통신공사
유지보수

▪ 고객사 건물에 IP-PBX를 설치 입주고객에게 전화, 인터넷 서비스 제공
- KT 구내통신 사업장 구축 및 위탁운영 관리
▪ 기업고객 빌딩/사무실 전화/Network 신설/이전/대개체 공사 및 유지보수
- 전반적인 Network 환경구축 공사 및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Managed

▪ KT에서 기업고객에게 네트워크, IP-PBX, 보안장비 임대 및 구축
- 네트워크 장비, IP-PBX, 무선랜(Smart School 등), 서버, 보안

IP-PBX

▪ 안정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All-IP 기반의 인프라 환경구축 및 판매 A/S
- OfficeServ SCM, OfficeServ 7600/7500/7400, IPX-G500 등

무선랜

▪ 최적화된 무선환경을 보장하는 다양한 서비스 구축 및 판매 A/S
- 삼성전자 AP, APC 등 전문 판매/구축/AS 관리

SI/NI

▪ 국내ㆍ외 IT 장비사와 협력하여 고객 환경에 맞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네트워크 솔루션(L2, L3, L4, L7스위치, 라우터) 및 서버 공급
- 삼성전자, Cisco, Juniper, HP, IBM, 다산네트웍스, 유비쿼스

보안

▪ 네트워크 보안, 비정상적인 트래픽(IPS) 공격 차단, 악성코드 탐지 등
- Cisco, Juniper,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파이오링크, 다산네트웍스

UC

▪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 환경 제공
- 화상회의, 메신저, 그룹웨어 연동, u-Health Solution 구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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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IP-PBX
기업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Hybrid 방식 또는 IP 기반의 통신 Infra 구축 및 내부 IT Infra
연동을 위한 통합 운용 Management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구성도
통합관리
고객모집/관리
장비 모니터링/AS

IP-PBX

Internet

상주/비상주
사업장

PSTN
필요 고객

Analog Phone

IP Phone

Partner

▪ 신축/기축 빌딩, 구내교환기 신규, 대개체 기업
▪ ALL-IP 전환 기업, 다량의 인터넷 사용 고객

서비스 특.장점
▪ 시설 투자비, 운용비용 절감 : 통신사에서 구내교환기 투자, 운용
▪ 통신비 절감 : 구내통화 무료, 별도의 요금할인 적용 가능 ※ 단, 통신사와 고객사 협의에 의해 추진

Samsung Call Manager

OfficeServ 7600

OfficeServ 7500

OfficeServ 7400

Enterprise sized
( ~6만회선)

Enterprise sized
( ~8천회선)

Enterprise sized
( ~2천회선)

SMB sized
( ~480회선)

Figures

용량

특징

장점

본•지사간 IP Telephony 네트워크 장애 대비 콜서버 Link 및 주
구성(단일번호 체계, 통합 장치 이중화 (신호처리/가입자 제어부)
통계/관리)
* 대기업, 관공서, 학교, 병원 등
* 행정기관, 병원, 호텔

중ㆍ소용량급 일체형
최대 3개Rack(480가입자용)
SIP Trunk 지원
* 중소기업, SOHO

▪ Open Architecture 구조의 최적화된 시스템
▪ 시장 Needs가 반영된 Customized Platform
▪ Call Management, Networking / Signaling, High Availability, Security, Flexibility
㈜원비즈시스템

Managed 서비스
KT Managed사업 파트너사로서 기업 네트워크, IP-PBX, 보안시스템 등 구축/임대와
원격 관제, 로컬 상주를 통하여 체계적인 운용 관리 및 유지보수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구성도
▪ 기업 고객 구내의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스위치) 및 이용환경에 대하여
컨설팅, 분석, 유지보수, 관제 서비스 등을 제공

Network
IP-PBX

▪ 기업구내의 통신환경을 고려하여 IPT인프라 설계 및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임대, 운용, 유지보수를 통합적으로 관리 제공

무선랜

▪ 기업 구내의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무선LAN 인프라 설계 및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임대, 관제, 유지보수를 통합적으로 제공

서버

▪ 고객사 자체 전산실에 서버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및 서버 관제를 통해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제공

보안

▪ 방화벽, VPN, IPS, DDoS, Anti-virus, Anti-spam 등 보안 서비스 제공

고품질∙Total IT서비스로
고객 생산성 향상

Total 서비스 이용으로
편의성 및 비용절감

빌딩 이미지/가치 향상
(다양한 유무선 통합 서비스)

필요 고객
네트워크 및 구내교환 설비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비용 및 운용인력 확보의 부담 고객

서비스 특.장점
▪ 장비 임대서비스를 통해 초기 투자비용 절감, 네트워크, 보안, 운용/관리 등 Total IT서비스제공
▪ 고장 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최단시간에 복구
분야
네트워크

IP-PBX
무선LAN

품 목

Partner

▪ L2, L3, L4, L7 스위치

▪ IP-PBX, IP-Phone, ARS, IVR(녹취장비), 과금
▪ 무선AP, 컨트롤러, WNMS, 인증서버

서버

▪ E-mail, 업무용서버, Unix서버

보안

▪ UTM, F/W+VPN, 보안L2, D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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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Wireless LAN)
기업, 호텔, 빌딩, 학교(Smart School)의 다양한 모바일 Device와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IT 환경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구성도
Internet

접속차단

AP

불법 사용자

인증실패

PoE Swtich

무선컨트롤러

인증서버

백본스위치

AP

인가된 사용자

범례

PoE Swtich

인증요청

필요 고객

무선접속

Partner

무선환경(AP 등) 도입이 필요한 기업, 관공서,
대학, 호텔, 빌딩, 행사장, 교육청 및 산하 학교 등

보안 Soultion
통합 보안 서비스는 고객사 네트워크 환경의 잠재적인 보안위협에 대비 IPS, DDoS, VPN,
Anti-virus, Anti-spam, L2 보안 스위치 등의 다양한 보안 Solution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구성도

Internet

DMZ

UTM

메일서버

통합보안 : 허가되지 않은 Network 차단
Security Switch(보안L2 SW Solution)

웹서버

WIPS
(무선침입방지 Solution)
Wireless Lan Zone

S

S
User Zone

필요 고객

S
업무용서버 DB서버
Server Zone(Server Farm)

Partner

▪ 기업 정보 및 개인 정보 유출 방지 고객
▪ 금융권, 서비스업 등 서비스연속성이 중요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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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Solution
유무선의 다양한 Device를 통해 IP 전화, 웹/오디오/비디오 컨퍼런스, Instant 메시지 등
을 IPT와 연동하여 편리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구성도

기업용 메신저

그룹웨어 연동

조직도연동

화상회의

Telephony

Unified Communication

• 파일/폴더 전송

• 전자결재

•Presence 기능연계

• 화상회의 모니터

• 인스턴트 메시징

• ERP 연동

• 조직도 기반의 직원

• 전자 화이트보드

• 1:1 화상 채팅

• 문서 관리

• 공지사항 전달

• 전자 우편

찾기 기능
▪ Click to Call

• IP 기반 Telephony
•

Video on Demand

• Tele-Presence
• CCTV 영상전화기

SI/NI
고객 환경에 최적화된 Router, Switch, 무선랜 및 보안 솔루션 등 네트워크 진단, 컨설팅을
통한 설계, 구축, 유지보수의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와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구성도

필요 고객

Partner

네트워크 구축 및 Up-Grade 도입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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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대표사례)
NO. 1

년도

구분

공공/학교

2018년

주요 구축 Site 및 운용 실적
• 전남대학교/충남대학교 교환설비 구축공사
• 명지대학교/서울대 의과대학 등 5개 Site 교환설비 구축공사
• 부산교육청 산하 초.중.고 스쿨넷 무선랜 구축 공사

병원

• 건국대학교병원 교환설비(IP-PBX) 구축공사
• 서울아산병원 교환설비(IP-PBX) 구축공사
• 의정부성모병원 등 6개 Site 교환설비 구축공사

일반

•
•
•
•
•

대우건설 국내현장 통신 및 네트워크 구축공사
농협중앙회 구내전화 이전 재배치 공사
동원그룹/위니아 만도 등 8개 Site 교환설비 구축공사
해성빌딩 MDF 이전 및 교환설비 구축공사
KT Managed IP-PBX 38개 설치개통 공사

구내통신 A/S 관리

• KT구내통신사업장
IBK기업은행 등
55개(74천회선) Site
운용
• 일반사업장 IP-PBX
및 구내전화 A/S
350개 Site

• 예금보험공사 전화이전 설치공사
• 한국가스공사 교환설비(IP-PBX) 구축공사
공공/학교

2017년

성균관대학교 교환설비 구축공사
인제학원(전국 5개 백병원) 교환설비 구축공사
대구 카톨릭대학교 등 5개 Site 교환설비 구축공사
부산교육청 산하 초.중.고 무선랜 구축공사

금융

• 롯데카드 본사 교환설비 구축공사
• 서울보증보험 교환설비 구축공사

병원

• 인제학원(전국 5개 백병원) 교환설비 구축공사
• 서울성모병원/강릉아산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 등 6개 Site
교환설비 구축공사

• KT구내통신사업장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54개 Site 운용
• 일반사업장 IP-PBX
및 구내전화 A/S
353개 Site

• 부산대학교/가천대 등 8개 Site 교환설비 구축공사
• 부산교육청 산하 스쿨넷 무선랜 구축(초/중/고) 23개교
• 예금보험공사/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6개 Site 구내전화공사

• KT구내통신사업장
54개 Site 운용

병원

• 서울아산병원/여의도 성모병원 등 6개 Site 교환설비 구축공사

• 일반사업장 IP-PBX
및 구내전화 A/S

일반

• 삼성전자서비스(수원/대구/광주) 콜센터 IPT구축 공사
• 킨텍스/에스오일본사 등 20개 Site 교환설비 구축 공사
• KT Managed IP-PBX 시설 구축/운용 36개 Site

공공/학교

2016년

•
•
•
•

360개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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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대표사례)
NO. 2

년도

구분

주요 구축 Site 및 운용 실적

구내통신 A/S 관리

• 한국마사회 무선랜(전국 30개 지사 AP, 모바일 배팅) 구축
공공/학교

2015년

• 충남교육청 산하 스쿨넷 무선랜 구축(초/중/고 37개교)
• 경남/대구/강원 교육청 산하 스쿨넷 무선랜 구축(47개교)
• 전주대학교 IPT(2,000회선) 구축
• 롯데카드 멤버스 구내통신 사업장 구축

금융
• 중국 광대은행 IPT 및 NW 구축 등 7개 Site
병원

• 서울대분당병원 건강검진센터 구내통신 구축 등 13개 Site

일반

• 동대문 밀레오레 구내통신 사업장 구축 등 49개 Site

• KT구내통신사업장
52개 Site 운용
• 일반사업장 IP-PBX
및 구내전화 A/S
360개 Site

• 전국 경제인연합회 구내통신 구축(4,000회선) 외 12개 Site
공공/학교
• 충남교육청 산하 스쿨넷 무선랜 구축(초/중/고 63개교)
2014년

금융

• 예금보험공사/농협중앙회 등 구내공사 10개 Site

병원

• 세브란스병원 구내통신 구축(14,000회선)및 운용 외 13개 Site

일반

• 대우건설 국내현장 IPT 구축(300개 현장) 및 운용 125개 Site
• 세스코 네트워크 구축 외 141개 Site

공공/학교

2013년

• KTSAT IPT 통합망 구축(용인 외4개 지역) 외 11개 Site
• 고용노동부 IPT 전국망(10,000회선) 구축 외 40개 Site

금융

• 롯데카드(단암) 구내통신 구축 외13개 Site

병원

• 서울대학교 분당 병원 구내통신 구축 외 24개 Site

일반

• 메가시티 통합운용 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외 270개 Site

• KT구내통신사업장
48개 Site 운용
• 일반사업장 IP-PBX
및 구내전화 A/S
350개 Site

• KT구내통신사업장
46개 Site 운용
• 일반사업장 IP-PBX
및 구내전화 A/S
320개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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