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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GENERAL STATUS

안녕하십니까?

위시컴은 2010년 2월 사업을 시작한 기술 중심의 회사로,

본사는 대전에 있으며 전국 네트워크(서울지사, 호남센터, 영남센터)를 기반으로 전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유·무선 네트워크솔루션에 대한 컨설팅, 설계, 구축, 사후 관리 및

네트워크·보안 관련 NI, 운영,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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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전주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전용회선 구축사업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 유지보수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유지보수

2015년 통합보안관제 운영지원

2015년도 정보시스템2군 유지보수(대전)

자연캠퍼스 창조예술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2014년도 정보시스템2군 운영 및 유지관리(광주)

2014년 제1차 정보자원통합사업(HW1)

2014년 정보자원통합사업(HW1-2)

2014년 제1차 HW자원 통합구축 사업 인프라 사업

2014년도 국무조정실 정보시스템 외부위탁사업

2014년 사무전산기기 및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2014년도 보안통신인프라 유지관리사업(대전센터)

2014년도 정보시스템2군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광주센터)

2013년 제1차 SW자원 통합구축 사업

정보자원 IOT

2013년 보안통신인프라 운영지원 사업

2013년 통합보안관제 운영지원 사업

2012년 제2차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사업2(노후ㆍ자산)

국무총리실 정보시스템 이전 및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용역

2012년 제2차 SW자원 통합구축 사업 통합2

2012년 제2차 SW자원 통합구축 사업 통합1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보안컨설팅

2012년 보안통신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2012년 통합보안관제 운영 사업

2012년 통신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2012년 보안통신인프라 운영지원 사업

대전CT센터 백본 및 네트워크 장비 구축사업

국민연금공단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

대전 문화산업진흥원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명지대학교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국무조정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국무총리실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통계청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사명 변경 (㈜위시컴)

서울(판교) 지사 개소(솔루션사업부)

이노비즈 인증

사명 변경 (㈜다원아이씨티)

KS Q  /  ISO 9001:2008  인증

광주 지사 개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인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지니넷 설립
위시컴은

첫째, 고객에게 신뢰받는 IT 솔루션/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최고의 기술자를 발굴·육성하며,

셋째, 우수한 IT 솔루션·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넷째, 존경 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COMPANY HISTORY 연혁

SUCCESS STORY 주요실적

일반현황

설 립 일

사 업 명 사업 일자 발주처

2010년 2월 18일

서울지사

대전본사

호남센터

영남센터

대표이사 이 상 훈

임직원 수 53명 (2015년 4월 현재)

사업분야 솔루션 공급, SI/NI사업, 운영/유지보수 사업, 컨설팅, SW 사업

주소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4번지(갈마동) 대전일보사 8층

서울지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40(운중동) 메트로골드타워 6층

호남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번지(치평동) 랜드피아 102호

영남센터  |  
오픈 예정

대표이사 배상



BUSINESS AREA
BU

SIN
ESS AREA

사업영역

‘SOLUTION’

‘IT OUTSOURCING’

ITO BUSINESS

‘SI/NI’

위시컴은 기존 주 사업영역인 ITO사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솔루션 공급, SI/NI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게 됨에 따라,

국산 No.1 솔루션을 보유한 토털 ICT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IT 아웃소싱’, ‘솔루션’, ‘SI/NI’ 각 사업영역의 전문성과 사업영역 간 시너지를 통해 

최상의 토털 I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시컴은 다년간의 IT 아웃소싱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관련업무를 위탁운영, 유지보수 및 필요 자원을  제공합니다. 

IT 운영 업무에서 발생되는 핵심적인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 네트워크 장비 공급 및 구축

    - 유선스위치/보안스위치

    - 무선, 관리 솔루션 등

▶ 특화 솔루션 공급 및 구축

▶ 네트워크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 보안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이전

▶ 시스템 통합 및 개발

▶ 네트워크 통합 (전국 커버리지)

▶ 정보시스템 공급 및 구축

▶ ISP, 설계, 컨설팅

•현황관리/장애관리

•구조개선, 최적화

•보안 관리, 취약점 분석

•Network 안정화

•현황관리/장애관리

•시스템 최적화

•서버/DB관리

•Backup/Recovery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험/검증/최적화

•현황관리/장애관리

•Implementation/Logic

•최신 기술 동향 조사/분석

•시장 환경 분석

•고객 Needs 분석

•요구사항 분석

•최적 장비 선정

•안정적 구축/사후 관리

•요구사항 분석

•최적 구조 설계

•최적 장비 선정

•안정적 구축/사후 관리

네트워크 & 보안 컨설팅/운영 서버 & 어플리케이션 컨설팅/운영

정보 시스템 구축 사용자 단말 구축/운영 솔루션 발굴

응용시스템 운영/개발

‘SOLUTION’

‘IT OUTSOURCING’

‘SI/NI’

Management

Network

Server Application Internet / Website

Application System

development

IT Outsourcing

KOREAN ICT SOLUTION
& SERVICE PROVIDER 



BUSINESS AREA
BU

SIN
ESS AREA

사업영역

NI/SI BUSINESSSOLUTION BUSINESS
위시컴은 네트워크 컨설팅 - 네트워크 설계 - 장비 공급/구축 - 기술지원/유지보수의 

토털 네트워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운영까지의 토털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시컴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중, 각 솔루션 군 내에서 

국내 최고의 솔루션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네트워크 인프라 솔루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반 스위치와 보안 스위치, 무선랜, 기타 특화 솔루션 군 중 국내 최고의 솔루션을 확보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스위치

    - 백본 스위치

    - L2/L3 스위치

•유선 제품군

    - FTTH, xDSL 

    - PTN, Mobile Backhaul 

•Access Point

    - 802.11 a/b/g/n 

    - 802.11 ac

•AP Controller  

    - Controller, 인증서버, WIPS 서버 

•EMS

•특화 솔루션

    - 2 Factor 인증 솔루션

    - 개인정보 유출 차단 솔루션

    - 서비스 모니터링 솔루션

    - 어플리케이션 스위치

    - 모니터링 랙 솔루션 등

•보안 스위치

    - 보안 백본 스위치

    - 보안 L2/L3 스위치

•기타 제품군

    - 통합 보안 관제 

    - QoS

•고객 현 네트워크 파악 및 분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컨설팅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한 시스템 도입 전략 제시

•고객 요구사항 반영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최적의 네트워크 구축

•타 시스템 연동 종합 테스트

•무 장애 네트워크 운영

•정기 점검, 예방 점검 등 유지보수

다산네트웍스 솔루션

‘SOLUTION’

‘IT OUTSOURCING’

‘SI/NI’

BU
SIN

ESS AREA

‘SOLUTION’

‘IT OUTSOURCING’

‘SI/NI’

SOLUTION

NETWORK
 INTEGRATION

SYSTEM
 INTEGRATION

다보링크 솔루션

한드림넷 솔루션

네트워크 컨설팅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개발

•정기 시스템 예방 점검을 통한 시스템 가동현황 파악 등 

    시스템 하자 최소화

업무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

•H/W, S/W, N/W 솔루션 통합 구축

•전문적 시스템 분석 및 운영

•종합 N/W 구축 방안 제공

통합 구축 및 감리

•Turn-Key Outsourcing Program 제공

•Contact Center 위탁 운용 및 유지보수

시스템 아웃소싱 및 운영 관리

•사용자 중심 시스템 설치 및 테스트

•독자 운영을 위한 기술 이전 및 자문, 사용자 교육

시스템 설치 및 교육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구축

솔루션

Value Partner Premier Partner

solutionValue Partner

KOREAN ICT SOLUTION
& SERVICE PROVIDER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4번지(갈마동) 대전일보사 8층   TEL. 042-369-0053~54
서울지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40(운중동) 메트로골드타워 6층   TEL. 070-7854-0048
호남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번지(치평동) 랜드피아 102호
영남센터  |  오픈 예정

www.wishc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