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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ZCORE IS

인력구성 Office
대표이사
박덕근

설립일2010.02

20년도매출액 288억

최근3년평균성장률38%

기본정보

영업,

경영,마케팅

인력구성 Business Office

60%

R&D

15%

25%

WIZCORE 

ASIALimited 

HONGKONG직원수
71명

스마트

공장

글로벌

IT

R&D 

프로젝트

[사업영역]

서울본사

wi.lab

in창원

wi.lab

in용인

개발,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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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STEP 02

빅데이터 회사의 시작

R&D/솔루션
고도화

§ NEXPOM출시

§ Nutanix 파트너

§ Splunk 최고파트너상수상

§ 대한민국리딩기업IT부문대상

§ 이노비즈인증

STEP 01
IT &제조 융합 기업으로의 도약

2015

§ 회사설립

§ 시도교육청나이스인프라구축

§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인증

§ Symantec파트너

§ Precise국내총판

2012-142010-11 2016

§ Splunk 파트너(파트너상수상)

§ Veritas 파트너

§ Oracle 파트너

§ 삼성생명파트너

§ 현대캐피탈파트너

§ 빅데이터어워드최우수상수상

§ 경영혁신대상우수상수상

§ Splunk 올해최고파트너상수상

§ LS산전스마트공장솔루션MOU

§ Inspur/PureStorage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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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STEP 04

해외진출/R&D사업

�019

§ 기가코리아5G industry 사업선정

§ KOTRA선도기업사업선정

§ 프라운호퍼MOU체결

§ 대한민국기업대상스마트팩토리부문

대상수상

§ 해외법인(홍콩)설립

§ 홍콩생산성본부스마트팩토리

시범모델구축

§ 위즈코어파트너스데이개최

§ 하이서울브랜드선정

STEP 03

20182017

솔루션고도화

§ 스마트팩토리어워드코리아MES부문

고객만족대상수상

§ 올해의우수브랜드대상1위IT서비스

부문고객만족대상수상

§ 대한민국기업대상스마트팩토리부문

2년연속대상수상

�020
§ 위즈코어R&D및교육센터wi.lab개소

§ 데이터바우처사업가공기업

§ 스마트제조혁신센터Membership체결

§ 스마트팩토리어워드코리아MES부문

기업혁신대상2년연속수상

§ 대한민국기업대상스마트팩토리부문

3년연속대상수상

§ 퓨어스토리지올해의파트너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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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영역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통합운영플랫폼
NEXPOM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글로벌 IT

PureStorage

Nutanix

Splunk

Veritas

Precise

R&D프로젝트

제조클라우드플랫폼

제조빅데이터분석

개방형 통합패키지개발

5G기반스마트공장

글로벌IT 솔루션국내공급및기술지원
빅데이터및IT컨설팅서비스

정부R&D 프로젝트수행
스마트제조및제조빅데이터혁신기술개발

자체개발스마트공장통합관리플랫폼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참여

데이터바우처가공사업

AI기반제조데이터분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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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및 수상 현황

인증 특허 수상 지재권

§ 벤처기업인증
§ 기업부설연구소인증
§ 이노비즈인증
§ 중소기업인증
§ Hi 서울브랜드인증

§ C O
§ AP L
§ AWC
§ M U
§ � C
§ U IC

§ Splunk 파트너상3년연속수상
§ 대한민국리딩기업IT 솔루션부문대상
§ 코리아빅데이터어워드최우수상
§ 디지털경영혁신대상기술부문우수상
§ 올해를빛낸기업들IT 서비스대상
§ 스마트팩토리어워드코리아MES

고객만족/기업혁신3년연속대상
§ 퓨어스토리피올해의파트너상2년연속

수상

§ NEXPOM 저작권등록
§ NEXPOM/NEXMES/NEXSPC

상표권등록
§ 제조데이터전처리프로그램등록
§ 제조데이터관리시스템등록

국내특허21건
해외특허3건

저작권5건
상표권15건
디자인2건

총5건 수상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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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POM

NEXPOM On-Premise NEXPOM Cloud NEXPOMer

MES

Monitoring

SPC

NEXPOM Enterprise
(모듈선택형)

HACCP EMS

NEXPOM PA
(Predict Analysis)

NEXPOM ML/AI
(머신러닝/인공지능적용)

NEXPOMer
(데이터수집게이트웨이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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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POM > Monitoring

NEXPOM을통한정확한원인파악

Step1
가공 설비의 컨트롤러, PLC 
I/F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OEE 분석&모니터링

Step2
손실 발생 요인들의 종류, 빈도, 

누적 시간 등을 분석하여
손실 요인의 우선 순위화

Step4
미정의된 요소들에 대한

신규 시나리오 적용, 분석 및
검증을 통해 KPI 업데이트 적용

Step3
우선순위가 높은 요인들부터

관리,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효과

통합모니터링

에
너
지

설
비

품
질

생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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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POM > MES

에너지APP

입고 출하자재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제품관리

설비 I/F BARCODE KIOSK TABLET

NEXPOM MES

제조 데이터 바탕의 제조 실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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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POM > SPC

설계도, 스펙, 작업지시서,
성적서등의전산화로문서의
유실을미연에방지

컴퓨터를이용한간편하고
신속한데이터입력으로
항상정확한결과값을제공

DB/빅데이터기반으로
수집/통계/조회하므로종이
문서가감소

IT화로효율적인품질관리, 
생산프로세스개선및
표준화로원가를절감

기준정보 관리

측정 입력

측정 실적

SPC 분석

시스템 관리

생산라인에서발생하는품질정보와
상태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및품질을
관리하여양품생산량확대,불량률감소

설치및사용이간편하며사용자가쉽게
쓸수있는간결한화면구성및기능

수집한측정데이터를타모듈과연계를
통해통합적으로모니터링및관리가능

실시간으로측정과동시에데이터를
저장하여현재의품질상태를검사자가
즉시확인가능

1

2

3

4

품질 데이터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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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POM > Smart HACCP

현장 작업자 수기 작성
관리자 엑셀 입력

높은 수기 의존도

엑셀 파일 취합
심사용 서류 관리 (프린트물)

HACCP 인증서류
별도 작성 및 준비

현장

현장 작업자 태블릿 입력
관리자 서버로 자동 전송

설비 I/F로 수량, 온도 정보 수집

별도의 데이터 수집 없음

PC를 통한 파일 보관, 조회, 변경
필요시 인증원 서버와 I/F 가능

사후 심사에 필요한 자료
쉽게 제시

사무실

도입 전 도입 후

설비 데이터 수집

온도, 습도 등의 데이터를
PLC 설비를 통해 수집
Human Error를 최소화

모니터링 및 알람

이상 현상 발생 시 개인 또는
현장에 알람 제공

설비 실시간 모니터링

HACCP 통합 관리

통합 관리표 제공
HACCP 전체 프로세스

추이 한눈에 확인

Smart HACCP 표준 모듈 기반의 시스템 생산라인 통합 모니터링

HACCP 문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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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POM > EMS

생산APP

종합 모니터링 계측정보
모니터링

계통정보
모니터링

에너지 비용
모니터링

전력사용량
비교

실시간 에너지의
흐름 모니터링

최적의 에너지
소비량으로 개선

EMS

설비 에너지 데이터 측정

에너지 흐름 분석

에너지 데이터 관리

에너지 최적화

• 에너지 사용량 측정
• 타 시스템 및 모듈과 연계

• 에너지 성과지표 설정
• 에너지 패턴/상관도 분석

• 에너지 사용 및 흐름
가시화

• 생산 연계 에너지 최적화 및
설비 운영 적용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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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POMer

데이터 수집 미들웨어 게이트웨이 스마트공장 구축 시 요구되는 설비 수집 라이브러리를
탑재하였기 때문에 설비와 부착하여 데이터 실시간
수집이 가능합니다.

넥스폼과 빠르게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솔루션 구축 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데이터 정합성
검증 기간을 단축합니다.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이 넥스폼과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비에 부착만 하면 손쉽게 넥스폼을 위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전송이 가능합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상위 시스템과의 유연한
연동을 위해 개방형 인터페이스 플랫폼을
적용하였습니다.

도킹스테이션 형태로 이루어져있어서 필요에 따라
4가지 셋트를 도킹을 통해 손쉽게 수평적으로
확장합니다.

PLC

콘트롤러

HMI

센서

MES

Monitoring

SPC

HACCP

EMS

DATA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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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고객사 현황

자동차및관련부품

고객사 기업군 상세

덴소코리아 대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만도 중견기업 자동차용신품부품제조업

에이테크오토모티브 중소기업 자동차부품제조사출및조립

우진공업 중소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엠엠티오토모티브 중소기업 자동차엔진용신품부품제조업

엠엠티에스엠 중소기업 기어,동력전달장치제조업

(주)신광테크 중소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대성정기 중견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SH테크놀로지 중소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고객사 기업군 상세

비테스코테크놀로지 대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동양피스톤 중견기업 엔진피스톤부품제조업

대화산업 중소기업 자동자부품제조업

재경전광산업 중소기업 자동차용전기장치제조업

신화엔지니어링 중소기업 자동차용신품부품제조업

태림산업 중소기업 자동차조향장치제조

대흥알앤티 중견기업 산업용비경화고무제품

신우신 중소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태평양정기 중소기업 자동차용신품부품제조업

고객사 기업군 상세

창일기계 중소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영보공업 중소기업 타이어밸브, 노즐, 보텀제조

신광테크 중소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엔디케이테크 중소기업 자동차부품(밴드류) 제조

경덕산업 중소기업 자동차부품,산업용플라스틱제조

아즈텍 중소기업 자동차생산라인부품제조업

용강테크 중소기업 진공펌프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주)피티테크 중소기업 자동차용엔진제조업

아셈텍 중소기업 자동차용신품제동장치제조업

식음제조

고객사 기업군 상세

대선주조 중견기업 소주제조

성심마스타푸드 중소기업 식품제조가공

케이앤피나노 중소기업 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

동서식품 중견기업 커피및차류가공

카페리즈 중소기업 원두가공

동우농산 중소기업 과실,,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플라스틱/목재

고객사 기업군 상세

정인산업 중소기업 혼성및재생플라스틱소재물질제조업

(주)이온폴리스 중소기업 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

(주)화승테크 중소기업 기타건축용플라스틱조립제품제조업

주식화사엘림 중소기업 강화및재생목재제조업

기타

고객사 기업군 상세

칼자이스 외국계 의료기기, 현미경등제조

(주)씨와이씨 중소기업 직물및원단염색가공업

다나와컴퓨터 중소기업 컴퓨터제조업

제이투엠네트웍스 중소기업 의복액세서리제조업

하나로Pack사업 중소기업 기타인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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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고객사 현황

금속/철강

고객사 기업군 상세

K.A.T 중소기업 반도체장비및부품제조

한성시스코 중소기업 자동측정및제어장치제조업

(주)건영테크 중소기업 중장비부품제조업

코스탈 중소기업 동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상우정공 중소기업 기어및동력전달장치제조업

스카 중소기업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

큐씨아이 중소기업 정밀기기제조업

㈜우성 중소기업 용접기제조업

세영정밀 중소기업 휠전문가공업

휴맥 중소기업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

(주)단단 중소기업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

SM  Tech 중소기업

고객사 기업군 상세

현대제철 대기업 제철·제강·압연및철강재판매

비엔스틸라 중견기업 금속표면처리강제조업

혜성테크 중소기업 구조용금속및공작물제조

서진정공 중소기업 금속조립구조재

상우정공 중소기업 기어및동력장치제조업

성우정밀 중소기업 기타금속가공업

호성테크 중소기업 절삭가공및유사처리업

(주)일렉트로엠 중소기업 1차비철금속제조업

대호정밀 중소기업 절삭가공및유사처리업

건영테크 중소기업 알루미늄제련및합금제조업

세경정기 중소기업 기타금속가공업

피에스테크놀로지 중소기업 금속열처리업

케이에스티주식회사 중소기업 기타금속가공업

재경전광산업 중소기업 전구및 램프 제조업

기계및부품

고객사 기업군 상세

LS산전 대기업 전력, 자동화사업

원강산업 중소기업 변압기,중전기부품제조

그린광학 벤처기업 정밀광부품및소재

(주)일렉트로엠 중소기업 전자부품제조업

유진하이텍 중소기업 전자부품제조업

서원전원 중소기업 축전지제조

비츠로이엠 중소기업 전기회로개폐,보호장치제조

테크노힐 중소기업 전자전기제품제조

스마트전자 중소기업 전기전자저항기제조업

태양3C 중소기업 전자부품제조업

달슨 중소기업 전자감지장치제조업

전기전자

화학

고객사 기업군 상세

비엔케미컬 중견기업 일반용도료및관련제품제조업

㈜휴코스메딕스 중소기업 화장품제조

수산씨엠씨 중소기업 화학제품제조업

의료기기

고객사 기업군 상세

제노스 중소기업 의료기기제조업

에이스메디칼 중소기업 의료기기제조업

에스비디메디칼 중소기업 의료기기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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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고객사:LS산전,덴소코리아외

주요파트너사:경화상사

대한민국

주요고객사:DPIC

주요파트너사:Ellipsiz, 

대만과학기술대학교

대만

주요고객사:HKPC SIO

주요파트너사:홍콩생산성본부, HKPolymer

Zwicker, Rocket Data, ECL

GOA, HKTRANSTECH

홍콩

주요고객사:TaelimZhangjiagang, Herun

주요파트너사:RuizhuTechnology

Cardimatrix, DingTai

중국

국내 / 해외 파트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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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교육

스마트공장통합교육

협회교육

이노비즈 협회, 벤처기업협회 등과

스마트공장,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폭넓은 교육 지원

위즈코어자체기술교육

자체교육BE
ST

고객사 대상 정기적인 제품 교육

wi.lab데모센터에서 스마트공장

실증 교육 제공

전문적인기술세미나

세미나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 발표 및 협력을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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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 비즈니스 제품

빅데이터

고가용성 HW

빅데이터처리플랫폼
일체형가상화컴퓨팅플랫폼

데이터백업솔루션

DB 성능관리솔루션

올플래시스토리지플랫폼

가상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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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Storage

Pure Storage

2017
Since

시장출시이후가장빠르게성장하는올플래시

스토리지로SK하이닉스에24시간365일

상주하며지원하고있습니다.

*2020최우수파트너상수상

대표 구축 사례
M14 Phase 자동화 시스템 NAS Storage 연구개발 Big Data 분석 고도화 SAN Storage 

M10 FAB 생산스케줄링 LMS Storage M14 Ph-2 자동화시스템 구축 NAS Storage

NAND 데이터 분석 고도화 M50R2 FlashStack- 오피스VDI

System IC 품질 분석 고도화(청주) M50R2 FlashStack – 고성능VDI

M14 Ph2B 인프라 구축

판교/청주 DR 스토리지 증설 3식 퓨어스토리지 NAS 스토리지 장비 구매

System IC 고객대응 자동화 시스템(청주) 이천 R3 노후 스토리지 교체 1식

SK 하이닉스ActiveCluster구축 SK 하이닉스pure1을통한유지관리

Si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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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anix

SMIC LS산전
Nutanix
Since 2015

프라이빗한클라우드환경구축을지원하는

제품으로,가상화및Cloud 구축및스마트공장

제조영역에제공하고있습니다.

대표구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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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unk
Since 2012

Splunk

3년연속파트너상수상

Highest Growth Partner
FY 14

Partner of the Year
FY 15

Partner+ Award
FY 15

Partner of the Year
FY 16

빅데이터를활용하여보안위협에실시간으로

대응할수있는플랫폼으로국내최고파트너로

3년연속우수파트너상을수상하였습니다.

대표구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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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
Since 2010

Veritas

2010년부터 Enterprise 백업솔루션을구축하여, 

고객자산인Data를보호하고, 장애발생시최소

RPO를통한복구를지원합니다.

동원엔터프라이즈 태평양물산

대표 구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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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e
Since 2010

Precise

2010년부터국내총판으로시작하여 E2E 성능

분석관리시스템도입하였습니다.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대표 구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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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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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프로젝트 현황

2016 ~ 2018
2018 ~ 2020

2020 ~

품질데이터입력표준화를위한어댑터개발주관

공정별장비스케쥴링및설비조건파라미터
최적화를위한나이브베이지안을활용한
알고리즘개발

주관 충북대

참여

중소중견공장효율증진을위한이종브랜드및
이종장비와다중데이터분류기능이표준화된
OPC UA SW 탑재어플라이언스개발

주관

딥러닝을이용한제조빅데이터분석시스템개발

주관 충북대

참여

5G기반생산/물류관리서비스및Cloud향
제조특화ML 플랫폼개발

주관 SKT

참여

자동차부품제조기업을위한선택적모듈과
통합운영을지원하는국내외표준및개방형
통합패키지개발

주관

주관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참여
제조현장적용을위한가공공정모니터링
기반절삭공구데이터플랫폼개발

빅데이터기반의BMS 솔루션주관

주관 한국시설관리공단

참여 딥러닝기반의Smart safety통합진단솔루션
개발

제조빅데이터공동활용을제공하는클라우드
플랫폼기술개발실장

주관 전자부품연구원

참여

스마트팩토리분야적용가능한IoT 시계열
데이터의온디바이스고속이벤트복합분석및
동기화기술개발

주관 전자부품연구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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