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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슬로건 
FORWIZ SYSTEM SLOGAN  

“인성+감성, 직원이 행복한 IT 기업”  
㈜포위즈시스템 



기업명   ㈜포위즈시스템 임직원 수   68 

대표이사   김 규 혁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설립일   2000.04.12 사업장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76 한국메디벤처센터 10층 

주 생산품   교육용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http://www.forwiz.com 

㈜포위즈시스템은 Smart Technologies & Services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IT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회사소개 



ENVIRONMENT 
SHARE 

EMPLOYEE 

“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탐구하며, 

저소득 청소년 해외문화 탐방,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등 
지속적인 나눔문화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자제,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등을 통하여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직원의 행복이 회사의 행복이라는 경영방침에 따라 매년 해외 연수,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 항상 주변을 살피려 노력합니다.” 

경영철학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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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본사이전 
 
김규혁 대표이사 선임 
 
WIZ-EKP 출시 
 
WIZ-ERP 출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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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본사 확장 이전 
 
다면평가시스템(XO-360) 출시 
 
벤처기업 등록 
 
[GS 인증] 지식관리시스템 
(WIZ-KMS) 
 
[인증 획득] 이노비즈(INNO-BIZ) 
 
㈜포위즈시스템 서비스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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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교원평가시스템(EDU-360) 출시 
 
[GS 인증] 교원평가시스템(EDU-360) 
 
성과평가시스템 출시 
 
온라인그린마일리지시스템 
(EGM-360)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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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2010 

2015 

2011 대구은행 유망중소기업 선정 
 
학생종합관리시스템(SMARTOR)출시 
 
[GS 인증] 학생종합관리시스템 
(SMARTOR) 
 
[특허 등록] 데이터 통신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 등록] 영상 데이터 처리 시스템 및 그 방법 
 
정보통신사업 등록 
 
 
 

2014 

06 

06 

09 

09 

12 

12 

2015 [특허 등록] 모바일 단말기 간의 효율적인 미디어 스트
리밍을 위한 자율적 AD HOC 네트워크 형성방법 
 
[특허 등록] 스트리밍 미디어의 실시간 동기화  
재생 시스템 및 방법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대구시 2015년 pre-스타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고성장 수출역량강화 사업 선정 
 
회사 이전(한국메디벤처센터 10층) 
 
일학습병행제 단독기업 선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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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 지식경영포탈시스템 v2.0 

• WIZ-KMS v1.0 

• 교원평가시스템 v1.0 

• 학생종합관리(지원)시스템 v1.0 

• 교육평가 시스템 (EDU-360) 

• WIZ-KMS v1.0 

• 그린마일리지시스템 (EGM360) 

• WIZ-EKP 

• 기업성과평가시스템(DIPS) 

• U-Smartor (유스마토) 

• 학생종합관리(지원)시스템(Smartor) 

• 다면평가시스템(XO-360) 

• 데이터통신시스템 및 그 방법 

• 영상데이터처리시스템 및 그 방법 

• 모바일 단말기 간의 효율적인  

미디어 스트리밍을 위한 자율적 AD HOC 

      네트워크 형성방법 

• 스트리밍 미디어의 실시간 동기화 재생  

      시스템 및 방법 

• 판서 녹화 및 재생 장치 및 그 제어 방법 

• 2007.11   정보통신부장관 

• 2010.03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2010.12   대구광역시장 

• 2012.05   대구경북지방검찰청 

• 2013.0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2014.0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2015.0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2015.0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2015.11   법무부장관 

• 2015.12   대구광역시장 

Good Software 인증(4건) 프로그램 등록증(8건) 특허증(5건) 표창장(10건) 

인증 및 수상   



- 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 교원능력평가 시스템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시스템 
 

- 우체국 예금 보험 업무 시스템 

SI 

System Integration 

 
- 무선기반 양방향 수업지원 시스템 
 

- 그룹기반 거꾸로 교실 지원 플랫폼 
 

- 유치원 교원능력 개발 평가 

Solution Software Product 

- Big Data & AI (의료) 
  

- TIPN (Trusted IP Network) 

의료 / 네크워크 
Medical / Network 

사업분야 



(주)포위즈시스템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반이 미흡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육솔루션 
Education Solutions 



교원 상호 평가, 학급 반별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교원능력평가 솔루션은 
현재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에 통합되어 운영중 입니다. 

 교육 관련 각종 평가/설문조사 시스템 

SI 사업 



Student’s Tablet PC 

Teacher’s PC 

E-Board 

Wi-Fi access point 

교사의 다양한 콘텐츠(이미지, 동영상, 플래시 등)를 40명 이상의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화면을 학생에게 공유할 수 있으며, 학생 태블릿 제어도 가능합니다. 교사가 제작한 문제지를 배포하고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즉시 통계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과 기능은 자체보유 한 기술로 개발하였으며, 특허 2건이 등록 완료된 상태입니다. 

(양방향 학습 솔루션) 

U-Smartor 



거꾸로교실(수업 전 교사가 배포한 영상을 선행학습 후 토의/토론하는 수업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강의영상 제작도구 및 
배포 플랫폼입니다. 
전문적인 멀티미디어 장비나 지식 없이 저용량•고화질의 강의제작이 가능하며, 그룹기반 공유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자
료공유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모바일 최적화된 서비스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룹기반 거꾸로 교실 지원 플랫폼) 

WithLearn 



교육 산업에 대한 꾸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1:1 실시간 판서 통신 서비스
를 개발중입니다. 
기술동향에 맞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이제까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WETOC_실시간 강의 공유 App 

WeToc 



- 투르크매니스탄대학교에 USD 170,000수출 
- 투르크맨바시 타도시 대학 벤치마킹 
- 현지 업체 교육 및 시범 학교 발굴  
 

Turkmenistan 

Qatar 
- 3개 바이어사와 NDA 및 데모프로그램 전달 
- 카타르 학교 시연 및 영업활동 진행 
- 현지 업체 교육 및 시범 학교 선정 

China 

Thailand 
- 2015년 5월 시범학교 설치 
- 태국의 스마트교육선점으로 제품 판매 예상 
- 태국교육부와 스마트교육에 대한 협의 및  
  노하우 제공 

- 정저우시 private school과 스마트 스쿨 MOU 체결 
- 우화재단 시범 교실 도입에 대한 구매 협의 
- 부총재 우화재단 스마트 교육 컨설팅 요청 
- 레퍼런스를 활용 시장 확대 
 

Indonesia 
- 자카르타 CSI와 업무 협약 
- 반둥시청에 U-Smartor 납품 
 

- 미국 보스턴 대학과 스마트 교실 NDA 
- 보스턴 대학 제안관련 협의 중 

- 미국 실리콘 밸리의 UStream 전CEO와  
  업무협약을 통한 신규 솔루션 개발 중 

USA 

Vietnam 

- IT 제품 판매 기업과  
  스마트스쿨 사업 NDA 체결 

글로벌 협력 현황 



4차산업 혁명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료산업을 신사업 분야로 선정하여 활로를 개척중

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논리적 망분리 솔루션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중입니다. 

의료 / 네트워크 
Medial / Network 



뇌혈관계 질환에 대해 영상의학적 판독을 보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중에 하나인 딥
러닝을 활용하여 병변 부위를 추출하고 진행상황을 예측합니다.  
향후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고, 중소병원에 서비스하여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한 의료진단을 제공
하려 합니다. 

의료 

의료 AI 



Device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논리적 망분리 솔루션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중 입니다. 해당 제품은 국정원 망분리 지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며, ㈜포위즈시스
템은 소프트웨어를 전담하여 개발중 입니다. 

네트워크 

VIPN 터널 (=Logical Interface) 

통합 관제 플랫폼 

사용자 허가된 단말, 사용자 

TIPN(Trusted IP Network) 



㈜포위즈시스템은 혁신적인 조직문화 및 창의적인 
인재들의 융합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5,338 
5,013 

3,026 

2,388 

1,350 1,408 

(단위 : 명) 
직원수 

매출액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8 
53 

40 

23 

19 
21 

끊임없는 성장 



고객사 공공 기관 



고객사 일반 기업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76 한국메디벤처센터 10층 
 
Tel) 053.653.8020 Fax) 053.653.8151 Email) 
forwiz@forwiz.com 

ADDRESS 

Contact Us 

채용관련 문의 recruit@forwiz.com 
 
Tel) 053.653.8020 

mailto:forwiz@forwiz.com
mailto:recruit@forw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