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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IT 환경의 다양한 문제 제시,

해결책은?

전산팀장

네, 사장님. 조사해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트렌드에 맞춰 새롭게 개발되는 제품을 구입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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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One 
P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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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One 
E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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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One 
Groupware

모바일 트렌드에 맞춰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쉽고 빠르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통합된 업무 환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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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One 
모바일 특화 

기능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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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One 
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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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One 
SmartWork

시시각각 많은 양의 문서와 정보가 생성되는데, 각자 개인PC에서 관리되거나, 문서관리 

표준도 없어, 여기저기 흩어진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업무관리를 하는데 시급성과 중요도에 맞춰 진행하고, 현재 업무 진행상황을 

볼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기업 내 필요한 수많은 정보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전문가처럼 진행할 수 있는 정보 보호의 

표준체계(K-ISMS, G-ISMS, ISO27001, PIMS)를 수립해줄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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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One 
웹오피스, 

HTML미리보기
언제 어디서나 웹브라우져를 통해 오피스 문서의 편집과 저장이 가능하고, 전용뷰어 

없이도 첨부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IT솔루션들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고, 관리할 PC·소프트웨어도 많아져 관리가 힘듭니다.

IT에 매년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대비 효율성이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비용만 늘어나는데, 

자네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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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One 
Smart Office의 
정의 및 Vision 

wiseOne Smart Office는 이 세 가지 개념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모든 업무의 

흐름 및 데이터의 관리를 wiseOne ECM 엔진 기반으로 하여, 기업 내 다양한 

콘텐츠를 하나로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와이즈원의 스마트오피스란?

스마트오피스란 다음의 세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첫째,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단절 없이 업무의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업무 환경

둘째, 기업 내 모든 컨텐츠의 지식자산화를 통해 직원에서 CEO까지 

 권한과 역할에 따른 지식 공유

셋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의 한계를 뛰어넘는 한 단계 발전된 일하는 방식을 

 제공하여 업무 프로세스와 협업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워크 업무 환경입니다.

㈜유와이즈원은 ECM 기반의 통합업무 솔루션 wiseOne을 

개발하는 IT 솔루션 전문 회사입니다.

저희는 IT 변화에 따른 최신 제품 라인업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가치창출은 

물론,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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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를 구매하면 
매년 유지보수 비용만으로 
최신 기능이 탑재된 SW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가능

권한 및 보안 기능 확대
파일의 외부 전송 시 ECM엔진에 
보관된 문서 추적 가능

로그 정보 취합
패스워드, 결재 문서 암호화
PC보안
폴더 숨김, 문서 암/복호화

CMIS(Content Management Interoperability Services)   
표준 준수
다중 CMS 플랫폼 간의 컨텐츠 공유를 위한 
표준화된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지원함
* CMIS표준은 표준화 기구인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의 지원 아래 개발되고 있으며, EMC, Adobe, Microsoft,   
 OpenText, IBM, SAP 등 컨텐츠 관리 업계 대형 업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

다양한 OS, DB, WAS 환경 지원
· Windows Sever, Unix family, Linux 계열
·Oracle, MS SQL 외

Cross Browsing 
Internet Explorer, Opera, 
Chrome, FireFox

Multi Client OS 지원
Windows XP / Vista / 7, Mac, Linux

단일/통합 컨텐츠 관리 방식
타 제품 대비 효율적인 저장공간  
활용과 빠른 컨텐츠 접근 지원

컴포넌트 기반 솔루션
고객 요구에 맞는 기능 구성이 
가능하며, 타 솔루션과의 
연계/통합이 자유로움

 Global Business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언어환경의 구성  
(다국어 구성)과 국제표준 시각 및  
지역별 시각정보 지원

매체제어
/ 유출 방지

MAC

유지보수 비용으로 최신 업그레이드 지속 제공

향상된 보안환경 제공

국제표준(CMIS 표준)

다양한 Server 및 DB 환경 지원 다양한 Desktop 환경 지원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Good Software인증 
개발방식부터 국제 표준 규격 준수

INNOBIZ 인증
기술혁신능력 및 기술혁신 성과 진단 및 평가
*  INNOBIZ는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기업을 지칭함

국내표준(GOOD Software 및 INNOBIZ 인증)

UTF-8 표준 다국어 지원 / GMT(국제표준 시각 및 지역별 시각)제공

ECM 엔진 중심의 컴포넌트 기반 솔루션

wiseOne 주요특징

▲ Web 환경

포탈

그룹
웨어 메시징

Work
Flow

ECM 엔진

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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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One 그룹웨어는 ECM(Enterprise Content Management)을 

기반으로 기업 내/외부 다양한 콘텐츠 문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

해 wiseOne EDMS에서 통합 관리하고, 기업 구성원간의 EDMS 

콘텐츠를 공유하여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진행 및 커뮤니케

이션 활동,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Smart Office 그룹웨어 

시스템입니다. 또한 모바일에서도 PC에서와 동일한 업무 진행을 

지원합니다.

wiseOne Groupware Mobile

wiseOne 메일은 협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다

양한 환경에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기능 구성 

Business 

Layer 에서

내부 메시지 

처리

메일엔진을 통한

외부 메시지 처리

강력한 Parser를 통한 

다양한 메시지 처리

wiseOne MailwiseOne Mail Engine

기능 및 특징 

·100% Pure Java 구성으로 이기종 H/W, S/W 호환

·Stand Alone으로 별도 구동 가능

·UTF-8 완벽 지원으로 국제 규격 준수

·강력한 Parser를 통한 다양한 메시지 처리

 (Parsing 기술력 자체 확보)

·내부/외부 메시지의 분리 구성

·메시지의 Master/Slave 구조로 저장공간 최소화

·메시지 송신에 대한 Background 처리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는 Viewer(웹/스마트폰/태블릿)

·메시지 송신 주소 사전 검증

주요 화면

▲ Web 환경

◀ Smart 
 Phone 환경

 Tablet 환경 ▲

wiseOne Portal 
wiseOne Portal은 그룹웨어와 함께 기간계

(LOB)시스템과 연동되는 역할 기반 포탈(Role 

Based Portal) 입니다. 역할 기반 포탈을 통해 

기존 시스템에 산재되어있는 컨텐츠들을 통

합 화면으로 다양한 사용자와 요구에 맞게 효

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

·관리자가 직접 제어 가능한 포탈 화면 구성 마법사

·업무에 따른 역할별 제어 관리

·개인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개인화 포탈 구성

·SSO 기능(단일 로그인) 지원

·Drag & Drop을 이용하여 다양한 화면 배치 가능

주요 특징

wiseOne 메일

CoP

설문투표

전자결재

게시판

메일
EDMS

LOB System 연계

메일
메신저
CoP

시스템관리
사용자관리

PC보안

결재
일정/지원
문서/지식관리

과제관리
계약관리
통합검색

연계

연계

개인 업무영역

그룹웨어 / 
ECM

역할 기반 포탈

외부에서 접근

사내에서 접근

VPN

SSO

경영자 Customers 관리자 Managers 현장실무자 Staff 연구원 Suppliers

맞춤정보 홈페이지 자료검색

Managers Managers

Managers Managers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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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구성 다양한 이벤트 처리의 한국형 전자결재

·결재행위 취소 및 이력관리

·결재 보류 시 대면결재 요구 

·감사 프로세스 적용
(일상 감사)

·결재 문서 수정시 자동 
 버전 관리

·수정 버전 별 문서보기

·결재 행위에 대한 
 이력관리

·부서별, 업무별 
 수신처 관리

·자주 사용하는 결재 
 선 등록 및 사용
·서식별 고정 수신처 지정

·메일, 메신저를 
사용한 알림기능 

·긴급 결재 시 별도 
아이콘 이미지

·결재 문서의 메일 전달

한국형 
전자결재

변경 이력 
관리

결재
선 관리

결재 프로
세스

알림 
기능

신 사무규정 준수(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괄 결재지원

·문서유통 지원

·다양한 결재형태 지원

손쉬운 서식추가

· XML 기반의 결재서식  
 생성기 제공

편의 기능 제공

·결재 서명이미지 관리

·아래한글 표준 기안기 사용

·환경 설정

신 사무규정 준수(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결재상신 기능

· 임시저장 기능

·  알림 기능

·  반려 기능

·  보류 기능

·  완료문서 전달 기능

·  전결 기능

· 결재형태 관리기능

· 부재 시 대결지정기능

·  인장 등록에 의한 승인 기능

· Legacy 연동기능

주요 특징 시스템 도입 효과

제품적 특징

·Web기반으로 교육 및 다양한 기관에 도입되어 
 기 검증된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다른 기관에서의 
 요구사항 및 수정사항들을 보완한 시스템

·사용자의 만족도 충족 및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프로토 타입으로 개발

·기간계 시스템의 연계 경험으로 안정적 연계보장

기술적 특징

·패키지화 및 모듈적 구성으로 신속한 그룹웨어의 
 구축 및 선택적 구축

·최신 Java, gwt-ext, extJS 기반으로 특정 O/S에 
 제한받지 않음

·기존 운영중인 시스템과의 유연한 연동
·XML지원으로 외부 시스템과의 자료교환 및 
 공유 호환성

·웹페이지 리플레쉬 최소화를 위한 Ajax 기술 적용
·다수의 기간계 시스템 연동 경험을 통한 
 안정적인 연계

주요 화면

·그룹 계열사간 통합된 공통의 문서양식으로 결재를 지원

·공통 혹은 계열사별, 조직별, 직급별 메뉴체계 관리 지원

·권한에 맞는 화면 구성 지원

·신 사무관리 규정(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문서 종류 및 서식 문서 작성 처리 기능

·전자문서유통센터 연계를 통한 외부 공문서 수발신 기능

·메신저, 메일 등을 이용한 알림 지원

·전자결재 완료문서의 메일, 게시판 및 EDMS 자동 이관 기능 지원

통합적인 
환경 구성

표준화된 
업무환경

협업 업무 
환경 구성

wiseOne 전자결재
종이서류 대신 전산망을 이용하여 문서의 승인이나 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결재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고 정보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할 목적

으로 이용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행정기관의 전자문서 시스템 규격”을 준수하기 위해, 전자공문서의 생산, 결재, 유통, 분류 및 편철 등 주요 기능을 지

원하며 문서의 수정, 재사용, 회신, 반려, 회수 등 다양한 결재 이벤트가 발생하는 한국형 전자결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XML기반의 양식마법사를 통해서 일

반 서식을 손쉽게 작성하고 등록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 및 표준화된 기간계 연동을 통해 서식을 생성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신 

JAVA, GWT-EXT, extJS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환경에 제약받지 않으며, 향후 Web 기반 환경의 시스템을 신규 도입 시 뛰어난 연동성 및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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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One CoP 주요 특징

·CoP 공개여부 설정

·CoP별 게시판 생성 및 설정

·업무, 지역 등 카테고리로 구분

·회원 전체 메일 발송

·CoP 게시물 등록 시 

 자동 메일알림 설정

·즐겨찾기 CoP를 등록 

 Main화면에서 최신글 확인 가능

주요 화면

wiseOne CoP를 통한 카페 활동은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며 콘텐츠를 지식화하고, 이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이 확대 재생산 되도록 합니다.

wiseOne 게시판
·게시판 별 관리자 설정

·트리형 게시판 구조

·부서별, 개인별 게시판 권한 설정

·전사 및 특정 계열사 게시판 공유 설정

·게시물 등록시 자동 메일 알림 설정

·게시판 양식 등록 및 설정

·wiseOne 메신저 Ticker 게시판 설정

·탭보기, 미리보기, 팝업보기 모드 지원

·게시물 보안 및 열람자 지정

·게시판 즐겨찾기 등록

·게시물 임시저장

·게시물 이동 및 복사

·게시물 메일로 전달

·기본/확장 에디터(IE) 제공

주요 특징

주요 화면

wiseOne 게시판은 조직내 세분화된 게시 및 공

지 업무의 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

는 최적의 통합 게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다

법인 조직의 통합 게시와 각 법인별 게시판, 그리고 

공통 게시판 기능을 설정할 수 있어서 정보의 공유

와 통제를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에디터

옵션정보

확장 에디터

로컬 및 EDMS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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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One 일정관리는 Google과 연동되는 UX기반

의 일정관리 기능과 자원 예약관리 기능으로 사용

자의 편의성을 증대 시킵니다.

wiseOne 
설문투표 

·기명 및 무기명 설문 설정

·기본 템플릿 지정 기능

·객관식, 주관식, 순위형, 그림형  등 

 다앙한 설문 유형 지원

·전사 및 사용자 설문대상자 지정

·보기별 응답률 및 막대/파이 차트 제공

·설문결과 공개 및 비공개 설정

·설문 참여/미참여자 목록 제공

·설문 참여 알림 메일 발송

주요 특징

주요 화면

wiseOne 설문투표는 임직원들의 의견수렴 및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며, 

이를위해 주관식, 객관식, 다중 선택, 순위형 등 다양한 유형의 설문을 지원하고, 다각적 설문결

과 분석을 위한 Reporting을 제공 합니다.

wiseOne 
일정관리

·타인과 일정 공유

·Outlook 연계

·Google 연동

·메일과 연계된 알림 기능

·중요도 표시

·Drag & Drop 일정 변경

·일간, 주간, 월간 보기 기능

·회사 자원(회의실, 장비 등)예약 관리

주요 특징 주요 화면

wiseOne 일정관리
일정
관리

W/S 1

Google
Calendar

To wiseOne

To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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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One 
Proposal

wiseOne Contract

·담당자 피드백 관리를 통한 계약진행 

 관리 프로세스 감소

·계약관리지식의 축적을 통한 업무지식 소실방지

·축적된 과거계약의 공유 및 참조로 인한 

 업무 생산성 및 리스트 관리

wiseOne Proposal(제안관리)는 사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안관리 시스템을 통해 등록하고, 등록된 제안의 유/무형 

효과에 따라 기업은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고, 채택된 제안을 실행함으로써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wiseOne Contract(계약관리)는 모든 계약과정 및 문서관리를 한눈에 파악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객과의 계약내용과 계약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약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 시스템 도입효과

주요 특징

·개인, 부서별 실적 통계를 제공

·제안 진행 상태별 메일 발송

·계약서 템플릿 제공을 통한 효율적인 계약서 작성

·진행에 따른 각 입력사항 담당자의 피드백 및 업무 진행관리

·특정 계약에 대한 계약 연장, 관리계약, 연관계약 등의 연관성 관리

·사용자 권한에 따른 문서 접근제어(읽기, 쓰기, 편집, 다운로드 등)

·오피스 문서, 계약서 파일(전자문서), 이미지, 동영상 파일 등 

 체계적인 문서보안 관리

·계약 갱신, 재계약 등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시기에 대한 

 알림 기능 제공

·전자사본관리 및 보관 장소 관리를 통한 On-Line관리와 함께 

 Off-Line 문서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주요 화면

기능 구성 주요 화면

1차 심사 2차 심사제안 등록 N차 심사

포상

반려

유형/무형
효과 결정

선행업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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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One 
EDMS 

wiseOne EDMS는 ECM기반의 문서관리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문서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의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컨텐츠 보안기능도 제공합니다. wiseOne에서 생성된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컨텐츠의 라이

프사이클(생성, 가공, 변환, 배포, 폐기)의 프로세스를 통해 통합관리해 줍니다.

기능 구성 

컨텐츠 등록

전자팩스 수신

웹오피스 작성

메일/게시판/CoP 첨부

컨텐츠 배포

전자팩스 발신

HTML 변환

PDF 변환

wiseOne 
EDMS >>

체크인/체크아웃

버전업

Create Manage Deliver

주요 특징

버전관리/문서 반입, 
반출 기능

컨텐츠 
이력 관리

다양한 
컨텐츠 지원

검색지원

보안 기능

·공동 문서 작업을 위한 기능

·메이저/마이너 버전 게시 기능

·체크인시 요약정보를 통해 변경사항 파악

·이전 버전의 목록/열람 기능 제공

·원하는 이전 버전으로의 손쉬운 복구

·대용량 메일 첨부 지원

·대용량 컨텐츠 업로드/다운로드

·메타검색/전문검색(전문검색엔진)

·각종 로그/통계

·사용장소(IP대역)에 따른 접근권한 제어

·폴더 숨김, 파일 암/복호화 통제

·정보자산의 외부노출 방지

주요 화면

시스템 
도입효과

문서관리의 

체계확립 및 자산화

보안기능을 통한 

자산보호

컨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협업을 통한 

업무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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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One 
SmartWork  

wiseOne SmartWork 1.0은 외부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대처하고, 기업의 실시간 업무 현황을 가시성(Visualization)있게 

관리 할 수 있는 Best Practice를 제공합니다.  ECM 기반의 업무 관리 환경을 활용함으로써, 모든 정형/비정형 업무 정보를 지식화합니다. 

지식화된 업무 정보를 재활용함으로써 빠른 업무 수행과 성과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업무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협업을 위한 다양한 실시간 기능을 통해 유연한 업무 수행과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wiseOne SmartWork 1.0은 일하는 방법을 변화시켜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선의 Smart Office 제품입니다.

기능 구성 

모든 업무의 지식화

ECM 통합 및 스마트 오피스

정확하고 빠른 소통과 협업

·업무 생성, 할당, 위임, 공유, 
 수명, 승인, 반려, 전달
·우선순위 업무, 중요/
 긴급 업무, 지연된 업무
·실시간 PUSH 메일/
 SNS 알림 모바일 
 동기화
·직무 기준 업무, 복합 
 업무 통합 및 일하는 
 방법 변화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지식화
·특정 업무를 잘하는 전문가를 
 검색 및 과거 업무 이력 재활용
·한 번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템플릿화
·지식화된 업무를 재활용하여 
 성과를 올리는 업무 환경

·ECM 기반의 전사 
 통합 지식 관리 환경 제공
·SmartWork에서 생산된 정보를 
 다른 ECM 모듈에서 재활용
·모바일을 통한 빠른 의사결정 및 
 소통과 협업 강화
·지식화된 업무환경 기반의 
 스마트 오피스 환경 제공

기능 구성 SmartWork가 필요한 곳Smart 업무관리를 위한 Best Practice

업무 가시성 확보 및 평가

·비정형 업무의 가시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환경
·일의 진척률 및 업무 진행 
 관련 소통 및 리스크 관리
·확보한 일의 가시성을 기준으로 
 직원의 정확한 역량 파악
·업무 적임자, 비용, 시간 등의 
 리소스 관리 방안 제공

업무
문화 변화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변화를 관리하는 

 사람과 조직

·SmartWork의 Best Practice를 접목하고 

 싶은 조직 

·업무 진행을 위한 전반적인 가시성 확보가  

 필요한 곳

·업무에서 생산된 모든 정보를 지식화하고,  

 재활용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 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 조직

·Agile한 업무 문화와 관리 기법을 통해 

 조직의 일하는 방법을 바꾸고 싶은 조직

·업무 진행 현황, 프로세스, 소통과 협업을  

 위한 Smart 관리 환경이 필요한 조직

시스템 도입 효과

·정형/비정형 업무 프로세스 및 현황에 대한  

 가시성 확보

·조직의 전반적인 업무 흐름에 대한 파악

·업무 현황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실시간 업무 협업 및 소통

·업무 역량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리소스 관리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한 정확하고 

 빠른 업무 처리

·긴급/중요/시간/목표 등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업무 수행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지식화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 업무 환경

·Hard Worker의 Smart Worker화

구분 Visualization(가시화) Intelligence(지능화) Agility(기민화)

Lead
경영층

  Business 현황 판단
·실시간 현황(Dashboard)
·리스크 관리
·평가 관리

  업무 시나리오
·시나리오 기반 업무 
·시스템 기반 전략
·Insight를 제공하는 인프라 활용

  경영실행체제
·빠른 의사 결정
·SNS 기반의 의사소통 확대
·업무 흐름 파악의 구조화

Manage
관리자층

  Task 모니터링
·Task 정보 실시간  관리
·지연 업무 모니터링
·신속한 의사전달 및 상호보완

  업무 모델 분석
·목적 지향적 업무 관리
·전략 구체화 및 실행
·성과지향과업 및 지식관리

  프로세스관리
·조직·개인 목표 정렬
·프로세스 라이프사이클
·인적자원 계획 최적화

Operate
실무자층

  Task 관리
·개별 업무 Task 관리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
·업무 진행 상황 확인

  업무 최적화
·업무의 지식화
·지식화된 업무의 재활용
·반복 단순 업무에 대한 템플릿화

  실시간 업무처리
·진행/지연/주요 업무 등의 빠른 처리
·실시간 협업 관리
·업무 진행에 대한 실시간 보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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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One 
UC & Messenger

wiseOne PCMS

PCMS 기대효과 ·SW는 유형ㆍ무형의 자산이며, SW관리를 통해 기업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은 국내외 연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으며, IDC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SW는 IT예산의 25%를 차지하며 효과적인 라이프사이클 자산관리를 통해 25%의 소프트웨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메인 화면

주요 화면 및 기능 PC 보안

 

특화기능 기능정의

윈도우 
보안 패치

·윈도우 취약점 패치 및 보안 자동 패치(웜/바이러스 사전 예방)

·사용자 선택적 설치 지원 / 패치 상세 정보 제공

그레이웨어 
관리

·자체 데이타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관리

·기업 라이선스에 위배되는 소프트웨어 관리

·사용자별 소프트웨어 설치/삭제 리포트 취합

윈도우 
최적화

·윈도우 사용 시 발생되는 불필요 데이터 자동 정리

·인터넷 사용 시 저장되는 불법 Activex 자동 검색/삭제

·문서 사용 시 저장되는 불필요 저장 데이타 검출 삭제

공유 폴더 ·사용자 컴퓨터 오픈된 공유 폴더 검색

ActiveX 
관리

·인터넷 사용 시 다운로드되는 ActiveX 상세 정보 제공

·ActiveX 연관 파일을 리스트함으로 사용자 객관성 제공

폴더 숨김 ·사용자 정의에 따른 선택 폴더 숨김 정책

·윈도우 탐색기 쉘 기능 제공으로 사용자 사용 편의성 제공

파일/폴더
암/복호화

·사용자 정의에 따른 선택 파일 / 폴더 암호화, 복호화 기능 제공

·국제 표준 모듈인 SEED / DES / RSA 알고리즘 사용

·사용자 정의키에 따른 무결성 보장
통합메시지함

·실시간 메일함 제공으로 실시간 메일 수신  

 및 읽지 않은 메일의 주기적인 알림 기능  

 제공으로 업무누수 방지

·실시간 결재함 제공으로 알림기능을 통한  

 결재의 신속성을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킴

·보내고 받은 쪽지 내용을 저장하고 빠른  

 검색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대화한 모든 대화 내용의 저장 뿐만 아닌  

 빠른 검색을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로컬편지함 제공으로 그룹웨어 메일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며, 동기화 된 

 메일은 사용자 설정에 따라 실시간 저장  

 및 옵션별 저장을 통해 외부장치에 저장 

 되며 메일 백업 효과를 극대화함
화상회의, IPT(Phone), 
Mobile과 연동되는 
메신저 확장 기능

·1:1 / 1:n 화상회의 지원

·문서공유(Application Sharing) 및 

 PC 원격 제어 기능

·Room형 화상회의 시스템과 연동 지원

·IPT 환경과 연동되어 PC에서 

 전화 걸기/받기 지원

대화 화면

·실시간 대화 

·대화 중 사용자 추가

·원격제어 지원

·다양한 폰트 지원

·사용자 이모티콘 지원

·대화저장 지원

·탐색기 Drag & Drop 지원

·화면 투명도 조절

·사용자 화면크기 조절 지원

·화상회의 서비스 연동

·인터넷전화 서비스 연동

·다양한 사용자 관리 기능
   � 온라인 목록
   � 조직도 목록

   � 사용자 등록 그룹 목록

·사용자 상태 정보 표시

·사용자 검색 기능

·다중 메일 전송

·다중 쪽지 전송

·목록 표시 다양화

·사용자 화면크기 조절 지원

·단문 문자 서비스

 (SMS) 연동

·화상회의 서비스 연동

·인터넷전화 서비스 연동

하드웨어 관리

·사용자별 하드웨어 관리

·하드웨어별 관리

·PC 절전 관리
 - 시간 설정 관리
 - PC 절전 / 모니터 절전 관리

PCMS 관리자 화면 설명

소프트웨어 관리

·소프트웨어 그룹별 관리

·상용 의심 소프트웨어 관리

·삭제 대상 소프트웨어 관리

·라이선스 관리

·라이선스키 관리

·예외 사용자 관리

·일반 소프트웨어 관리

·관리 제외 소프트웨어 관리

·사용자별 소프트웨어 현황

·배포 소프트웨어 관리

·사용자 시스템 정보
 

PCMS 관리자/사용자 화면 설명

PC 보안 관리

·메체 제어 관리
 - USB 제어
 - CD-ROM 제어

 - 사용자 요청 매체 관리

·윈도우 보안 패치
▲ 사용자 삭제 정책 화면

사용자 화면

 

·PC 한대당 투입되는 전체비용(TCO: Total Cost of Ownership)에는 HW, SW의 구입비용 

 뿐만이 아닌 운영, 교육, 관리, 유지보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포함되며, 결국 SW를  

 관리하자는 것은 유/무형 비용을 절감하여 경영효율을 높이는 것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음

RTE 실현 Integrated service

네트워크 제한 
없는 파일 전송

대용량 실시간
메시지 전송 통합메시지함   

원격제어/
멀티화상회의

wiseOne 그룹웨어 
실시간 연동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 지원으로 

실시간 기업(Real Time Enterprise) 

환경 실현

PCMS 
기본기능

소프트웨어 자산 실시간 관리

그린IT 라이브 업데이트 매체 제어

Windows 보안 패치 하드웨어 관리 네트워크 관리

원격제어 및 장애관리

소프트웨어 자동 배포 및 설치

철저한 라이선스 관리 강력한 자산 관리 정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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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One 
ISMS

wiseOne ISMS는 조직의 정보보호관리체계 표준(K-ISMS, G-ISMS, ISO27001, PIMS)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업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에 맞는 업무 자동생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보호 업무 매뉴얼(400여 종), 정보보

호지침서(40여 종), 양식서(80여 종) 및 활용 샘플을 해당 업무에 맞게 제공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인

력도 손쉽게 정보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ISMS인증 획득(갱신)에 필요한 증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입니다. 또한, 정보보호 업무 수행과 동시에 자가 위험성진단을 수행하는 PDCA 솔루션입니다.

기대 수준에 부합
하는 정보보호 
관리 수준 도달

해당 정보 자산

- 서버
- PC
- 네트워크
- 정보보호
- 정보
- 문서

정보보호 목표
정보보호 요건
정보보호 수준 정의

해당 정보 자산

- 서버
- PC
- 네트워크
- 정보보호
- 정보
- 문서

ACT

CheckDo

Plan

ISMS 고도화 기능
    
ISMS 통제 항목 고도화
정보보호 정책 고도화

ISMS 설정 기능
    
ISMS 업무 분장
ISMS 업무 설정

ISMS 수립기능
    
ISMS 표준 수립
정보보호 범위 지정
자산 등록

ISMS 업무 기능
    
정보보호 업무 수행
ISMS 통제 항목 검토

ISMS

기능 구성 PDCA 모델에 맞는 최적의 ISMS 기능

주요 특징 주요 화면

·국내외 정보보호관리체계 표준 제공(K-ISMS, G-ISMS, ISO27001)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표준 제공(PIMS)

·동일 정보보호 업무 수행으로 복수 표준 준수

·400여 개의 정보보호업무 매뉴얼 제공

·11개 정보보호 분야 35종 정보보호 정책서 제공

·80여 종의 정보보호 양식서 제공 

·ISMS 인증/갱신을 지원하기 위한 증적 출력

·정보보호 업무 자동 스케줄링 기능제공(누락없는 업무 수행)

시스템 도입 효과 인증 획득의 효과

K-ISMS, 
ISO27001

G-ISMS

PIMS

·정보자산의 안전, 신뢰성 향상 

·정보보호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국제적 신뢰도 향상 

·정보보호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법규대응

·대국민신뢰 서비스지원

·개인/국가정보 유출사고 방지

·정부감독기관 감사, 규정 대응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최소화

·개인정보를 안전 기업 기준 제공

·기업 내부정보 및 국부 유출방지

·비즈니스 위험 감소

·업무 중단 위험 감소

·정보자산 멸실 위험 감소

·법적 위험 대비 

·이미지 훼손 위험 감소

·경제적 위험 감소

·표준 인증에 따른 대고객 신뢰도 제고

·국제표준(ISO27001) 준수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제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               ·신속한 업무 지원

·TCO 감소·정보보호 전문 인력 파격적 비용 절감효과

·정보자산의 전략적 계획 및 운영

·정보보호 증적 문서관리 비용 절감·문제 해결비용 절감

위험관리

경쟁력 
제고

비용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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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One 
WebOffice

wiseOne WebOffice는 PC에 오피스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wiseOne에 접속만 하면 온라인상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저장

하고, 수정하여 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를 통해 오피스 문서를 작성/편집할 수 있는 클라우드 오피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능 구성 시스템 도입 효과

·오피스 라이선스 비용절감
·중요자료 보안강화

weboffce.
uwiseone.com

폴더생성
파일올리기

폴더조회

gw.
uwiseone.
com

문서보기
·GET(내용 조회)
·POST(체크 아웃)
·문서 저장
·GET 
 (체크인 가능여부 확인)

·PUT(내용저장)
·폴더 조회
·GET

wiseOne 
사용자

REST API
·체크인/체크아웃
·폴더 조회

·저장
·내용 조회

문서열기

주요 화면

주요 화면

주요 특징

Microsoft Office와의 높은 호환성
모든 기능은 Microsoft Office와의 호환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MS오피스 2007 파일 형식(OOXML) 지원
최신 Microsoft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문서의 레이아웃이나 내용을 손상하지 않고 MS오피스 2007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정보접근성 강화 첨부 문서를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나 다운로드 
없이 문서 미리보기 가능

다양한 스마트 단말기 지원 문서를 HTML로 변환하여 
브라우저만으로 동작

빠른 문서변환 자체 변환 엔진 사용으로 이미지 변환방식에 비해 
월등히 빠른 처리

보안성 강화 원본문서 다운로드 필요없이 서버변환으로 보안성 강화

친숙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Microsoft Office처럼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재교육의 
필요가 없습니다. 데스크톱 운영체제의 Look & Feel을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실행
윈도우, 맥 또는 리눅스에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wiseOne HTML 뷰어
wiseOne HTML 뷰어는 등록된 컨텐츠를 HTML로 변환하여 웹브라우저를 통해 미리

보기를 합니다. 문서뷰어가 없어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MS-OFFICE, 아래한글, 

image, PDF 등의 문서를 html로 변환하여 웹브라우저에서 미리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능 구성

DB

HTML
변환기

Storage
· Content Repository
· HTML Repository

CMIS Server
· IBATIS
· SPRING

Interface 
Service Pool

· NETTY
· JETTY

· obj pool
· Servlet

Content Engine

·효율적인 업무 협업(부서간 폴더관리 및 공유)
·분산되어 있는 컨텐츠의 통합

시스템 도입 효과

·스마트 협업과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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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wiseOne 
Web FAX

EDMS 등록 파일을 간단한 절차를 통해 팩스 송신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편이 및 처리 속도를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팩스밀리

팩스발신

팩스수신

출력비용발생수신확인전화

시간손실 시간손실

보관비용발생

이동 이동

출력비용발생 팩스 발송 확인 발송확인전화 문서 관리 및 보관보관비용발생

시간손실 시간손실 시간손실

이동 이동 이동 이동

보관비용
발생

업무처리 
소요시간

DOWN

업무효율/
문서관리

UP

팩스 업무처리 
소요시간 대폭 단축

즉시 발송/즉시 수신

도입 후
·이동 필요 없음(개인 PC에서 업무가능/
 업무시간 75%감소)
·분실 없음(업무 지연/누락 예방)
·비용 절감(회선 83%/용지 70% 절감)

·팩스 번호별로 베아월드 자동 저장 및 관리
 (업무 관련자들 간 자유롭게 공유지정 가능)
·장소 상관없이 팩스 송/수신 확인 가능

도입 전
·팩스 송/수신 이동 빈번
·팩스문서 분실로 업무지연

·용지/토너 낭비
·팩스문서 그룹사 통합관리

Web FAX 주요 기능

·인터넷을 통한 팩스 발신
·주소록 이용을 통한 그룹사 대량 발송

·24시간 통화중 없는 수신
·인터넷을 통한 팩스 수신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울 팩스번호
·팩스기 없이도 팩스 수신, 발신
·전송 성공건 기준 과금 

동보전송  
수십, 수백곳에 동시 발송

·전송 성공, 실패 여부 확인
·전송 상태 세부 내역 확인

편리한 팩스 발송 팩스 수신일반 팩스번호 제공

팩스 보내기

그룹별 주소록
발송대상 그룹별 관리

주소록

팩스수신 알림 설정
팩스수신 여부 알림 설정

환경설정

doc, docx, xls, xlsx, ppt, 
pptx, hwp,gul, pdf, html, rtf, 
bmp, gif, jpeg, pic, png 등

다양한 포맷 지원

전송 결과

문서 관리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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