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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eMB LIVE NEWS

요즘 우리 회사는….
사내 캠페인 : WeMBer, Happy Project! 소개
잠깐! 쉬어가기

II. MARKET INSIGHT
MARKET TREND :
주요 SI 동향
주요 협력사 동향
마케팅팀에서 발행하는 본 보고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정보를 취합하고

주요 경쟁사 동향

전달하여 공유하는 창구 역할과 원활한
내부 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또한, 마켓 트렌드를 제시하고
동향을 파악하여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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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PR 활동_ 7-10월

11월의 시
- 박광호 -

언론 PR 활동

소슬바람은 차고 하늘은 새파랗네
크고 작은 나무들은 마음이 조급하네

언론매체 컨텍, 대외 PR 활동 : 기업 이미지 제고, 인지도 상승 및 제품 인지도 상승에 주력

겨울이 오기 전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
비질하듯 말끔하게 털어내야 할 것들
그것이 급하여라
그것이 절실하여라
나는 같은 나무 되려고 숲 속에 왔네
나무의 마음이고파 나를 내려놓고
나무의 청빈이고파 나를 털어내고

쌀쌀한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11월 맞이 하시길!!!

No

구분

게재 날짜

매체명

기사 제목

1

보도자료

2013.07.19

한국경제 외
15개 매체

위엠비, 모바일용 통합관제플랫폼 MOBIT(모빗) GS인증 획득

2

보도자료

2013.08.14

보안 외
17개 매체

위엠비, 신한은행 데이터센터 통합시설관제시스템(DCMS) 구축 완료

3

보도자료

2013.08.26

전자신문 외
14개 매체

위엠비, 이테크시스템과 SAP HANA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협력 MOU체결

4

기획특집

2013.10

네트월타임즈

Hot Product 소개_3D 지능형 통합관제솔루션 IBSilon(입실론)

살 파고드는 추위 속에 11월의 시를 쓰네
나, 파란 하늘과 맑은 바람이라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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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엠비 참가 : 세미나 및 전시회

강남
카톨릭 성모병원
학술대회

일 정 : 2013년 8월 11일
장 소 : 강남 카톨릭 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
전시품목 : 회의 문화의 패러다임을 변화 시키는,
회의용 협업 솔루션 ClickShare

제8회
2013 글로벌 ICT
융합 컨퍼런스

행사명 : 제8회 2013 글로벌 ICT 융합 컨퍼런스
장 소 : 라마다 플라자 청주 호텔 (충북 청주소재)
일 시 : 2013년 9월 5일(목) ~ 6일(금)
주 최 : 미래창조과학부, 충청북도
주 관 :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내 용 : 2013 Global ICT Conference (소프트웨어융합 컨퍼런스),
우수 IT / SW 전시회(100부스)

ClickShare 전시 및 Demo 시연
전략기획부 마케팅팀과 ES팀은 지난 8월 11일, 서울 강남 카톨릭 성모병원에서 진행된 학술대회에서 병원 관계자 및 의사 / 교수진들을 대상으로 당사의
회의용 협업 솔루션 ClickShare의 DEMO시연 및 전시부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공공제조사업본부/전략기획부 마케팅팀은 지난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제 8회 2013 글로벌 ICT 융합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당사의
3D 지능형통합관제솔루션 IBSilon에 대한 전시 DEMO부스를 운영하며,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보화 책임자, 유관기관 정보화
담당자 분들께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 하세요^^ http://blog.naver.com/hellowemb/8019622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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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 하세요^^ http://blog.naver.com/hellowemb/802009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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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엠비 참가 : 세미나 및 전시회

중소기업
기술 혁신 대전
(이노테크 쇼)

행사명 : 중소기업 기술 혁신 대전
일 시 : 2013년 09월 11일(수) ~ 13일(금)
장 소 : COEX HALL A
주 최 : 중소기업청
주 관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시.도 교육청

공공 서비스
부문을 위한
SAP 포럼

행사명 :공공 서비스 부문을 위한 SAP 포럼 :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IT 경쟁력 강화
일 시 : 2013년 10월 23일(수)
장 소 : 대전 인터시티 호텔
주 최 : SAP KOREA, 위엠비 :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IN-Memory 기반의 통합관제 솔루션 IBSilon
세션 발표 및 DEMO 시연

지난 9월 11일~13일까지, 3일간 서울 COEX에서 진행된 중소기업 기술 혁신 대전(이노테크 쇼)전시회에 참가하여당사 ICT통합관제솔루션인 TOBIT
과, 모바일관제솔루션 MOBIT, 3D 지능형통합관제솔루션 IBSilon DEMO 시연을 통해 참관객들 에게 제품을 소개 하였으며, 동시에 회의용 협업솔루션

지난 10월 23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는 SAP KOREA가 주최하고 위엠비가 공동으로 참가한 공공 서비스 부문을 위한 SAP 포럼 :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IT 경쟁력 강화 행사에 참가하여당사는 전시부스 운영 및 세션 발표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IN-Memory 기반의 통합관제 솔루션

ClickShare를 홍보, 시연을 하였습니다.

소개, 발표 : 김철원 상무) 진행을 하였습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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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hellowemb/80200904820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 하세요^^

http://blog.naver.com/hellowemb/802009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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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엠비 참가 : 세미나 및 전시회

'정부 3.0 및 창조
경제 활성화를 위한
SW컨퍼런스 2013'

일본 FIT

일 시 : 2013년 10월 17일 (목)~ 18일(금)

장 소 : 양재동 엘타워

(Financial Information Te chnolo gy)

주 최 :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정부정보화협의회

2013 전시회

위엠비 : ICT 인프라 통합관제 솔루션 TOBIT과
실시간 멀티 IT 인프라 데이터 통합 솔루션(TIM)
DEMO 시연

행사명 : 정부 3.0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SW컨퍼런스 2013
일 시 : 2013년 10월 30일(수)

주 관 : 한국SW전문기업협회
위엠비 :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차세대 관제시스템 구축방안
IBSilon 세션 발표 (김철원 상무) 및 DEMO 시연

지난 10월 3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된 정부 3.0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SW 컨퍼런스 2013에 참가하여 당사는 전시부스 운영 및 세션발표

위엠비는 지난 10월 17일~18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FIT(Financial Information Technology) 2013 전시회에 참가하여 당사의 ICT 인프라 통합관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차세대 관제 시스템 구축방안, 솔루션 소개, 발표 : 김철원 상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솔루션 TOBIT과 실시간 멀티 IT 인프라 데이터 통합 솔루션인 TIM 솔루션에 대해 일본의 당사 협력사와 함께 전시회에 참가 DEMO시연을 하였습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 하세요^^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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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hellowemb/80200906935

http://blog.naver.com/hellowemb/8020090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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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엠비 참가 : 세미나 및 전시회

| 위엠비 성과 : 수상

SW 우수 인재
채용 박람회

행사명 : SW 우수 인재 채용 박람회 참가
일 시 : 2013년 9월 11일(수)
장 소 : 학여울역 STEC
주 최 : 머니투데이, 한국SW산업협회
후 원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기술 혁신 대전 :

행사 명 : 중소기업 기술 혁신 대전

중소기업 기술혁신
협회장상 수상

장 소 : COEX HALL A

일 시 : 2013년 09월 11일(수) ~ 13일(금)
주 최 : 중소기업청
주 관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시.도 교육청

위엠비는 지난 9월 11일(수), 학여울역 STEC에서 진행된 SW 우수 인재 채용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ICT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1차 면접 및
이력서를 접수 하였으며 1차 서류 및 면접을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신입 직원을 채용 하였습니다.

위엠비는 지난 9월 11일(수), COEX에서 중소기업청 주최로 진행된 제 14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장 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수상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리며, 앞으로도 ㈜위엠비는 국내 ICT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위엠비에 입사 지원을 해 주신 많은 지원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 하세요^^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 하세요^^ http://blog.naver.com/hellowemb/802006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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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hellowemb/8020090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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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엠비 참가 : 세미나 및 전시회

클릭쉐어
파트너 대상 :
Open House
행사 진행

| 신규 광고 제작 : IBSilon

위엠비는 7월 26일(금), 당사가 국내 총판을 시작한 BARCO사의
회의용 협업 솔루션 ClickShare의 파트너사 들을 모시고
Open House행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3D 지능형 통합관제
솔루션 : IBSilon

클릭쉐어 Open House 행사에는
위엠비 김수현 대표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파트너사 인증서 수여,
SMD사업부의 전혁 이사의 제품 및 기술소개 마케팅팀 주경숙 팀장의
클릭쉐어 파트너 정책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BARCO 벨기에 본사의 Mr. 요아브께서 방문 하여
비즈니스 미팅과 함께 Open House 행사를 같이 참여 하였으며
파트너사들께도 본사 정책에 대한 설명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제는 3D로 관리한다.
ICT 인프라 관리와 건물, 시설물 관리를 동시에!!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 하세요^^ http://blog.naver.com/hellowemb/8019516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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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엠비 신제품 프로모션

| Material 제작

신제품
Click Share :
프로모션 2차 진행

고객 발송용
추석 인사 E-DM
제작 발송

마케팅팀에서는 당사가 국내 총판을 시작한
회의용 협업 솔루션 : Click Share(클릭쉐어) 출시 기
념 및 파트너사 모집을 위한 2차 이벤트 & 프로모션을
7월 ~ 9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2차 프로모션 행사는, 방송 / 교육 / 의료 / 일반 산업
군을 타겟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온라인 e-DM이
발송되었으며, 전자신문 지면 광고와 더불어 회사 홈페
이지 / 블로그 /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해당 프로모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송

17

의료

교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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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제작

전체 제품
라인업 소개
3단 리플릿 제작

| SNS 활동

블로그 / 페이스북
SNS 활동

위엠비 블로그
http:// blog.naver.com / hellowemb
위엠비 페이스북
http:// www.facebook.com / wembpage

| Summary |
▶ 꾸준한 회사소식 Update로 사내직원 및 대외

관심도 계속 증가 추세

▶ 대외적으로 좋은 기업 image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특히 신입사원들에게 회사 분위기 전달에 도움
→ 사내 직원들의 자발적 관심 유도, 지속적 참여를 위한 독려 필요 (신입 직원들은 되도록 가입 요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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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우리 회사는..

7월-10월
신규 입사자 소개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를 꿈꾸는 위엠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7-10월에도１1명의 새로운 얼굴이
우리 ‘위엠비/위아이엠’ 식구가 되었습니다.

WeMB
과장

도경화

전략기획부 ES팀

2013년 7월 1일

차장

김진형

전략기획부 기획팀

2013년 8월 1일

대리

진보연

전략기획부 ES팀

2013년 8월 26일

사원

김한배

SMD 사업부

2013년 9월 2일

부장

이주형

금융통신사업본부

2013년 9월 23일

차장

정상혁

공공제조사업본부

2013년 9월 23일

전무

김명석

전략사업본부

2013년 10월 1일

사원

김효빈

WeIM / ITO사업본부

2013년 7월 8일

사원

서현

WeIM / ITO사업본부

2013년 8월 5일

사원

노건우

WeIM / ITO사업본부

2013년 9월 2일

사원

김명석

WeIM / ITO사업본부

2013년 9월 3일

6 S&OP
7 SAP BPP

HP
Software
TOBIT
(통합관제)
PIM
(Agent 관리)

8
11

LED 조명제어시스템

1
12
2

Xeniview
(History
Reporting)

9

Consulting

Control Room

3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4 MOBIT
5 Mobility

10

WeIM

PARTNERSHIP

(*차례 순서는 입사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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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우리 회사는..

중국 BIZ진행을 위한 중국 관계자
당사 방문 미팅
위엠비는 지난 6월, 중국에서 진행된 2013 중국 국제 소프트웨어 박람회
(주관: KOTRA, KOSEA, 주최: 미래창조부)에 참가 했습니다.

위엠비는 해외 진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
하여 최대한 협력, CO-Work을 할 예정입니다.

에스쁘아
메이크업 레슨 및 여사우 회식

박람회에서 당사의 제품에 관심을 보여주신 중국 바이어 업체에서 직접
당사를 방문하여 제품에 대한 상세 기술 소개 및 향후를 위한 비즈니스 미팅
을 진행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0일(목)에는, 본사 대 회의실에서 여사우를 대상으로 한 메이크
업 강의가 있었습니다.
CD팀에서 제안 및 이벤트 신청을 해 주셨고,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 신입 여
사우들을 비롯한 모든 여사우들이 직장인들을 위한 메이크업 및 최신 트렌드
를 반영한 파티 메이크업 강의를 에스쁘아 메이크업 팀 에서 직접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 하세요^^ http://blog.naver.com/hellowemb/80200905910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 하세요^^ http://blog.naver.com/hellowemb/8020090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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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 사내 모델은 CD팀 진혜진 대리와 BS팀의 이진영 사원이 애써 주
셨습니다. 메이크업을 지우는… 엄청난 작업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모델로
애써주신 두 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메이크업 강의가 끝난 후에는 여사우 회식이 이어졌습니다.
모두들 오랜만에 모여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저녁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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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우리 회사는..

위엠비, 이테크시스템과 SAP HANA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협력 MOU체결
비즈니스 토탈 솔루션 전문기업 ㈜위엠비는 SAP HANA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협력을 위해 ㈜이테크시스템과 8월 22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위엠비와 이테크시스템 양사가 SAP HANA Appliance 부문과
HANA In Memory DB, SAP Suite on HANA 및 BW on HANA, SAP HANA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솔루션제공, HANA DB 및 Appliance 운영,

지적재산권 : GS인증 획득

모바일 통합관제 플랫폼 MOBIT
스마트 포탈 플랫폼 SPP

R기반의 데이터 분석,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술 협력을 위해 체결되었으며 앞으로 두 회
사는 SAP HANA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서로 협력하게 됩
니다.

지난 7월, R&D센터에서는 당사의 모바일 통합관제 플랫폼인 MOBIT(모빗)과 SPP(Smart Portal Platform)에 대한 GS인증을 획득 하였습니다.
GS인증 획득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 하세요^^ http://blog.naver.com/hellowemb/8019696676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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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MBer, Happy Project!

사내 캠페인 : 7월
"사랑해! WeMB, 사랑愛! Eco" 캠페인

사내 캠페인 : 8월
"바른 자세로 앉기" 캠페인

7월, 사내에서 전 직원이 자연환경을 위해 쉽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일생 동안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앉아있는 것이라고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 컵(종이컵)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 하루 평균 10시간인데

개인 머그컵(에코컵) 사용 실천을 통한 환경/절약 캠페인을

이 10시간 동안 앉아서 근무를 하는 만큼 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

실시하였습니다.

다.
바른 자세로 건강을 지키고 집중력도 높여 보는 8월이 되셨기를…

위엠비/위아이엠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캠페인 동참을
위해 머그컵(에코컵)을 나눠드렸습니다!!

바른 자세 도우미 메디폼 방석은 신청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추첨기를 통해 아래 행운의 10인
에게 드렸습니다. 모두 축하 드립니다^^
정문영, 최규연, 정승호, 조연철, 박상윤, 배선명, 최영주,
조아라, 김나리메, 김효빈

에코컵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직원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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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쉬어가기!..

| WeMBer, Happy Project!

영등포 지역 이야기

사내 캠페인 : 9월 - 10월
전기에너지 절약 캠페인

우리 회사 소재지가 ‘서울 영등포’ 인데요…
갑자기 문득, 영등포라는 지역에 얽힌 재미난 옛 이야기가 있을까….
궁금해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데요…
문화재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져 와서… 소개할까 합니다.

9월-10월에는 회사 내에 불필요한 전기 사용 낭비를
줄이고자 전기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 상산전
종 목 : 비지정문화재

전기 사용 줄이기 동참해 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위 치 : 영등포동7가 156-17

감사하다는 인사 드립니다!!
상산전은 버드나룻길 포구언덕인 고개마루 서낭당으로 지나는 행
인들이 무사를 기원하고 과거길에 오른 선비들의 급제를 빌던 곳으
로, 구전에 의하면 이 상산전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말에서 내려야
했는데, 일제때 어느 날 일본군이 상산전 앞을 말을 탄 채 지나가다
가 갑자기 그 앞에서 말굽이 떨어지지 않자 이에 무척 화가 난 일
본군은 그 말을 칼로 찔러 죽였다 합니다. 또한 이곳은 매우 신성한
곳으로 이 부근에 장티프스, 천연두 등의 전염병이 유행하여도 환
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유래가 있는데, 매년 음력 7월 1일과 10
월 1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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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학곳지 부군당

3. 도당

종 목 : 비지정문화재

종 목 : 비지정문화재

위 치 : 영등포구 신길2동 36-4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285-2

이곳의 흰 모래사장과 언덕에는 소나무, 등나무가 무성하여 경치가

옛날(도심으로 변하기 이전) 신기리는 마포 샛강이 지나는 길목으

빼어나 학이 놀다가는 곳으로 방학동이라고도 하고, 성안으로 실어

로 배들의 왕래가 빈번하였습니다. 신길동 가운데 (들 가운데) 십자

가는 곡식을 빻는 방앗간이 있다 하여 방아고지라고 불렀던 곳으

형의 강이 있어 그 강으로 인천, 김포로 가는 포구가 형성되어 신

로 이곳의 당을 방학곳지 부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은 지은

길동은 농어촌 혼합지역으로 형성되었다. 고구려 장수왕 때 큰 폭

지 약 300년 이상 되었는데 6. 25 전쟁 때 대부분이 파손되었던 것

동이 발생 인명피해와 기물파손이 극심해 마을 주민들은 포구 언덕

을 그 후 주민들의 힘으로 보수하였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옛날 윤

위 고목인 소나무(굴참나무)에 어선의 무사안일, 풍어, 마을의 안녕

정승이 물난리로 물에 빠져 정신을 잃었을 때 잉어가 나타나 등에

등을 기원하기 위하여 당제를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1591년 소

태워서 방아고지 기슭의 모래밭에 내려주어 살아났다고 하여 윤정

나무가 갑자기 쓰러져 주민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는데 그 1년 후

승이 당을 지어 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 후 후손들이 마을의 안녕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신기리 주민들은 소나무가 있던 그 자리에

과 행복을 위해 매년 음력 4월 1일과 7월 1일, 10월 1일에 3번씩

도당을 짓고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를 모셔 마을의 편안과 국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당내에는 정면에 부군할아버지와 부군할머

민안을 위해 정월, 칠월, 시월 세차례에 걸쳐 도당제를 올렸습니다.

니를 중앙으로, 우측에 유씨부인, 좌측으로 군웅할머니, 상불성님을

6.25 동란 대부분의 지역은 폭격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신길지역은

모셨고, 우측벽면에는 삼신할아버지, 할머니와 부군대감, 맹인할아

폭격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고 마을 주민들은 이를 도당 때문이

버지를 모셨으며, 좌측변면에는 대신 할머니와 백마장군을 모셨습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다른 구전에 의하면 이 곳에 도당을 지어

니다

산신을 모신 것은 약 380여년 전부터 라고 합니다.
제는 향우회 회원들이 조금씩 각출하여 충당하고 있고 제물은 삼색
실과와 시루떡 등을 놓습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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