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서
“OZIT”는 고객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송원 과장
010-8688-5073
swkim@5zit.co.kr

오즈아이티 주식회사

1. 일반현황 및 소개
고객의 좋은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젊은 기업 “오즈아이티”

▪

회사명: 오즈아이티 주식회사

▪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33, 8층 2호(방이동, 신동아타워)

▪

대표전화: 02-6952-7345

▪

대표팩스: 02-6280-7345

▪

주요사업: 보안솔루션 컨설팅 / 소프트웨어 판매 / 서버 및 하드웨어 판매

▪

웹사이트: www.5zit.co.kr
오즈아이티는 5가지(5Z) 역량으로 가득한 젊은 기업입니다.
Zone : 오즈아이티는 IT Total Service가 가능합니다.
Zero : 오즈아이티는 고객 불만 Zero에 도전합니다.
Zest : 오즈아이티는 열정적인 인재들이 모여 설립 되었습니다.
Zeus : 오즈아이티는 국내 1위를 넘어, 세계 최고로 나아가겠습니다.
Zenith : 오즈아이티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고의 사업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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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즈아이티 조직도

대표이사

사업본부

경영지원팀
인사/총무/회계/관리

영업 팀

기술지원 팀

영업/판매/컨설팅

기술지원/구축/유지보수

영업지원 팀
영업지원/마케팅

오즈아이티 주식회사는 2개의 사업부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IT 시장에 고객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최적의 IT Service & Care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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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제품 - 보안솔루션
Solution Business

오즈아이티는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 입니다.

기업의 업무가 네트워크환경으로 이루어지면서부터 이와 관련한 보안 이슈는 끊임없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적 재산이 위 변조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적인 시스템이 접근되어 정보를 탈취하는 사례는 너무 흔해
더이상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재의 IT환경입니다.
오즈아이티는 이러한 IT에 관한 모든 보안 고민 해결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DB암호화솔루션 | DB접근제어솔루션
서버보안
Secu O/S | 서버 이중화 | Backup(Data & Image) | Anti Spam..
문서보안
문서중앙화 | DLP | DRM …
PC보안
Anti Virus | Anti Ransom ware | 매체제어 | PMS | NAC | 망분리 및 연계
IP 관리 | Backup(Data & Image) | 자산관리 | 영구삭제(SW & 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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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품 – PC + Server 보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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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의 고도화 및 증가로 최소한의 기업
구매 필요 제품
사전 방역 및 사후 대응 가능
모든 PC 보안 제품 취급 가능

▣ 주요제품 - 보안솔루션
▪ 메일방역솔루션(지란지교시큐리티 및 소포스)

▪
▪
▪
▪
▪
▪

▪ 원격제어솔루션

->폐사에서는 islonline , TeamViewer, RemoteCall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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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이 용이함(클라우드 기반 샌드박스)
성능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음
글로벌 위협에 실시한 정보공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환경
악성코드 분석 검사 기능
행동 기반의 탐지(딥 러닝)

▣ 주요제품 - 추천
▪ 서버보안솔루션

▪ 방화벽

▪

Secuve TOS를 운영할 경우, 정상적인 사용자 행위도
모든 입력값을 감사 데이터로 생성하여, 추후 사고 발생
시 감사 자료로 활용 가능

▪

Secuve TOS의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해, 중요 정보의
경우 권한 있는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 가능

▪

Secuve TOS의 패스워드 형식 제어, 패스워드 사전
기능을 통해 취약한 패스워드 사용 방지를 강제할 수
있음

▪

패스워드 사용 주기를 강제하여, 일정 기간 안에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변경해야만 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강제

▪ 백업 솔루션(PC + Server)

지능형 차세대 방화벽(보안 위협 대응)
▪ 통계적 클러스터링(독점 기술/ 무방비 상태 방지)
▪ 동적분석(공격의 모든 단계를 파악)
▪ 포렌식 분석(공격의 근복 원인 파악)

기타 다양한 라인업의 제품들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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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제품 – 문서중앙화 or DLP솔루션
▪ 문서중앙화

▪
▪
▪
▪

사용자 PC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문서를 문서 중앙화 환경을 통하여
통합 관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PC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문서중앙화 환경을 제공하여 내부
자료 유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기존과 동일한 업무환경과 안전한 협업환경 제공으로 사용자 친화성과
업무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이전 버전 복원 관리 기능 및 비인가 프로세스 접근 차단을 통한
랜섬웨어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모든 임직원의 DATA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DLP

PC에 저장된 기업 중요정보가 기업 내부자에 의해 다양한 경오로
유출되는 것을 제어하고 그 이력을 기록하는 통합 PC보안이 가능한
정보유출방지솔루션
-내부자 유출사고 예방
-보안 컴플라이언스 대응
-출력물 통한 유출사고 예방
-랜섬웨어에 의한 데이터 유실 대비
-집중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사내 PC 보안 수준 일괄 관리
-담당자의 IIT자산관리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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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제품 - 화상회의
▪ 클릭쉐어(무선화면공유 솔루션)

▪ 라이프사이즈(클라우드기반 화상회의 솔루션)

▪
▪

소규모~대규모까지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원
4K 화질을 화상회의 솔루션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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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제품 - 보안파일서버
▪ 지란지교시큐리티 Office HARD

▪
▪
▪
▪

파일보안서버를 내부망에 설치하여 직원들의
중요자료를 안전하게 보관
저장되는 모든 파일 암호화 저장 / 전송구간 암호화
친숙한 UI환경과 검색기능으로 손쉬운 사용
안정적인 서비스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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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제품 - 상담솔루션
▪ happytalk

▪
▪
▪
▪

카카오톡, 네이버톡톡, 웹채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합하고 업무별 상담
배정으로 응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수의 고객 동시 응대 가능
고객 프로필 및 정보 관리
인건비 절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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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제품 - 전원관리솔루션
▪ 제이니스 M.office
▪
▪
▪
▪
▪
▪

PC 전원 관리(팝업 알림 및 PC Off 등 통제)
인사 시스템 연동
근무정책 설정(근무일, 휴일, 메시지 설정)
확실한 레퍼런스
근무 비용 절감으로 인건비 지출 방지
신속한 유지보수 대응

▪ 아이젝스 넷헬퍼 PC근로시간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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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제품 - 자산관리

▪ 예기치 못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 시도 때도 없이 발송되는 개발사의 공문!! 이제 걱정하
지 마세요
▪ 체키 플러스는 임직원 PC의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확인은 물론 설치 차단/ 사용량 확인 / 라
이선스 관리의 강력한 기능을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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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분야 - 소프트웨어

Software Business

오즈아이티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실물 IT자산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개발사와 고객 간의 저작권 분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고, 복잡한 라이선스 정책으로 인해 구매 방식 선택을
위한 시간 소모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즈아이티는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합리적인 라이선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컨설팅 | 판매 및 유통 | 패키지 제품 공급 | 수입 소프트웨어 공급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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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제품 – 소프트웨어 (범용)

마이크로소프트
Office 제품 군 (O365, License, PKC..)
OS 제품 군 (Windows, Embedded, OEM, FPP..)
개발 제품 군 (Visual Studio, MSDN..)
Server 제품 군 (Windows, SQL, CAL..)
한글과컴퓨터
한컴오피스, 한글 (License, FPP..)

오토데스크
AutoCAD, 3DS MAX, MAYA..
Adobe
CC, CCT, Acrobat..

기타제품
기타소프트웨어(Edit, Reporting, Chart, Development tool,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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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분야 - 하드웨어
Device Business

오즈아이티는 하드웨어 전문기업 입니다.
합리적인 단가에 고품질의 하드웨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버장비 & 보안장비 판매 및 유통 | 기타 구축 유지보수

서버 파트 & 워런티 공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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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hy 오즈아이티?

+Benefit
For Customer
IT 유통
전문 기업

Customer
Eco System

- SW + HW + NW Synergy
- 글로벌 파트너쉽
- 탄탄한 재무 안정성
- IT 트렌드 Reading 기업

- 최근 트렌드를 반영
: 제조사 정책에 따른
프로모션, 프로그램운영
- 비즈니스 플랫폼 기반
: Inside sales, Tech
v support
조직을 통한 고객 지원

- Biz line up 지속적인 추가

- 공문 & 단속 대응 서비스

v
- IT 자산 관리 서비스

- 낮은 가격, 높은 서비스

- 고객 실무자 제품 교육 지원
- 고객사 백업 담당자 설정

오즈아이티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의 IT 산업을 이끌어 나갑니다.

- 경영진 비즈니스 투자 의지

오즈아이티 주식회사는
고객사를 위해 서비스기업으로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 오랜 IT Biz 경험

오즈아이티 주식회사는
언제나 고객을 섬기며, 고객과 함께 합니다.
오즈아이티 주식회사는
빠른 컨설팅 보다는, 바른 컨설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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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거래처

오즈아이티는 언제나 고객을 섬기며, 고객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오즈아이티는 빠른 컨설팅 보다는 바른 컨설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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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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