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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및 솔루션 공급 컨설팅 전문

㈜ 투비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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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웨어는 RPA분야 전문기업으로서 수년간 다수의 고객사에 컨설팅,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국내 최고의 RPA 분야 솔루션 업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 회사명 ㈜투비웨어 2. 대표자명 한 경 우

3. 회사 설립년도 2012년 8월24일

4. 주요사업분야 RPA 솔루션, 품질관리 솔루션, 성능테스트 및 자동화테스트 컨설팅, 개발, 기술지원

DB모니터링 및 시스템 튜닝

소프트웨어 보안 및 인증
이중화 고가용성 HA 및 복제

S/W 테스팅 및 품질관리

• DB GURU

• Smart Tuning Management

• ALM(어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관리)

• Quality Center(테스트 공정관리)
• QuickTest Professional(기능테스트 자동화)

• LoadRunner(업계 표준 성능/부하 테스트)
• McCabe IQ(소스코드 정적 분석도구)

• AgitarOne(단위테스트 자동화)

음성 텍스트 변환

•Systran STT

•Systran LDK

• Vometric

• SolidStep • SIOS SteelEye

RPA 업무자동화 분야

• CheckMate for RPA

1.1 사업분야

1. 회사소개



컨설팅 사업부 솔루션 사업부 개발 사업부 경영지원팀

• RPA 분야

• IT전략/기획

• S/W 품질

• 시스템 성능

• 경영 지원

• 영업 지원

대표이사

• RPA 업무자동화

• 품질/성능관리

• 모바일 자동화테스트

• 테스트 솔루션 공급

• 외주 개발 사업

• 테스트 시스템 개발구축

• 품질, 성능관리분야 SI 개발

기술 연구소

• 자동화 엔진 기술분야

• 스마트폰 영상 기술분야

• 모바일 테스팅 분야

1.2 조직도

1. 회사소개



02월~03월 – KB캐피탈 성능컨설팅

01월~06월 – 삼성디스플레이 CMDB구축

03월~04월 – NH농협생명 성능컨설팅

01월~12월 – 현대캐피탈/커머셜 차세대 성능컨설팅

04월~05월 – LG U+성능컨설팅

03월~    월 – SIOS S/W (SteelEye) 공급에 대한 비지니스파트너 계약체결

05월~ 08   월 –POSCO 보안관제 자동화 수행

2016

01월~06월 – 현대캐피탈/커머셜 차세대 성능컨설팅

01월~06월 – NH투자증권 AP이관 LR공급 및 성능컨설팅

01월~02월 – 대법원성능테스트

06월~06월 – 현대오토에버 LR VUD 라이선스 공급

07월~08월 – NH농협 성능컨설팅

09월~10월 – 현대모비스 성능컨설팅

10월~11월 – 행자부 성능컨설팅
11월~12월 – 자산관리공사 성능컨설팅

01월~05   월 – 경남은행 신인터넷뱅킹시스템 자동화 수행

05월~12월 – KT차세대 성능테스트

08월~11월 – 미래에셋대우 통합원장시스템 구축 성능컨설팅

09월~11월 –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성능컨설팅

08월~11월 – K뱅크 라이선스 공급 및 성능테스트

11월~12월 – 고용정보원 고용장려금통합전산망성능테스트

12월~      – TmaxSoft GSC정부과제사업 로드러너 라이선스 공급

2017

01월~02월 – 카카오뱅크 콜센터 성능컨설팅

02월~03월 – KB리브통 성능컨설팅

01월~02월 – KB WISENET성능테스트

03월~04월 – 기업은행 DB암호화 BMT성능컨설팅

03월~12월 – 현대오토에버 연간성능테스트 컨설팅 수주

04월~05월 – KB부동산 성능컨설팅

03월~04월 – 신한금융투자 U2L 성능컨설팅

04월~05월 – 현대오토에버 HATA 프로젝트 성능컨설팅

05월~06월 – GS홈쇼핑 SMTC고도화 성능테스트

06월~07월 – KB카드 U2L 장비BMT 로드러너 라이선스 공급

06월~07월 – KB국민은행 스타뱅킹고도화, 성능테스트

01월~02월 – 한국암웨이 성능컨설팅

1.3 사업실적

2018

01월~02월 – KB국민은행, 기업은행 i-one뱅킹 성능 및 자동화

05월~06월 – SKB 로드러너 라이선스 공급계약

01월~10월 – 산업은행 웹 모바일 자동화 구축

06월~07월 – 마인즈랩 로드러너 라이선스 공급계약

01월~12월 – 현대오토에버 연간성능테스트 컨설팅 수주

08월~10월 – K뱅크 법인뱅킹 자동화

08월~10월 –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문 RPA 업무자동화 구축

08월~10월 – 코오롱베니트 eBooking RPA 업무자동화 구축

03월~04월 – 행자부 온나라시스템 성능컨설팅

2015

12월~      – K뱅크 개인뱅킹 자동화 구축

08월~11월 – 케이투웹테크 업무자동화 구축

10월~01월 – 이비카드 외 계열사 RPA 업무자동화 수주 및 구축

09월~12월 – 롯데멤버스 RPA 업무자동화 수주 및 구축

11월~02월 – 농심데이타시스템(NDS) RPA 업무자동화 수주 및 구축

11월~02월 – 쌤소나이트 RPA 업무자동화 수주 및 구축

10월~11월 – 고프로골프 RPA 업무자동화 수주 및 구축

12월~12월 – LG U+ 모바일 테스트자동화 도구 수주

01월~03월 – 홈플러스 모바일 테스트자동화 도구 수주

03월~04월 – 쌍용자동차 RPA 업무자동화 수주 및 구축
2019

03월~04월 – T’way항공 롯데멤버스 RPA 업무자동화 수주 및 구축

1. 회사소개

05월~     – 롯데백화점 RPA 업무자동화 수주 및 구축

07월~ – 대우건설 RPA 업무자동화 수주 및 구축

08월~     – 한국전력공사 RPA 업무자동화 수주 및 구축



2014

01월 – 국민은행 스마트 사이징 BMT LR 공급 및 성능컨설팅

04월 – LG U+ LR 유지보수 계약 및 LR 라이선스 공급

06월 – 국민은행 UC 메신저 구축 성능컨설팅

07월 – 기업은행 BI프로젝트 성능컨설팅

05월 – 삼성중공업 QC/UFT 라이선스 공급

02월 – 한솔교육 BAC 재구축 프로젝트

08월 – KB카드 위변조 BMT 성능컨설팅

08월 – IBK 기업은행 성능컨설팅

09월 – KB국민은행 메신저서비스 성능컨설팅

10월 – 대검찰청 BAC 성능진단 컨설팅

11월 – 행정안전부 성능컨설팅

12월 – LG U+ 모바일자동화테스트 솔루션 공급

– KT OSS 성능테스트 컨설팅

07월 – 기업은행,포스코외 다수 고객사 S/W 유지보수 체결

06월 – 그랜드코리아레터 Erwin(DB 모델링)툴 공급

– 동국제강그룹 DKUNC HP 소프트웨어 사업부 합병

05월 – HP SW공급에 대한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체결

– 현대카드캐피탈 차세대용 QC,QTP공급

02월 – 외환은행Xecure 성능컨설팅

01월 – 기업은행 화상상담, 앱통장, 오픈뱅킹등 성능 컨설팅

12월 – 동부화재 차세대 성능테스트 컨설팅

08월 – ㈜투비웨어 설립(DKUNC분사) 

11월 – 현대자동차 고객정보 암호화 성능컨설팅

10월 – 현대자동차 PLM 성능테스트 컨설팅

2012

09월 – 한국함웨이 ABN 성능테스트 컨설팅

09월 – LG전자 Vu_Talk 서비스 성능테스트 컨설팅

08월 – KT BIT CRM 성능테스트

– 국민은행 오픈뱅킹 성능테스트 컨설팅

2013

– 농협 차세대 성능테스트 컨설팅

08월 – LG유플러스 LR 라이선스 공급계약 체결

– TmaxSoft LR 공급계약 체결

10월 – 기업은행 자동화 전문테스트 컨설팅

09월 – 한화생명 LR Term 라이선스 공급계약 체결

– 삼성전자 UCMDB 구축 컨설팅

11월 – 한화투자증권 웹방화벽 공급계약 체결

– 기업은행 Post차세대 LR 라이선스 공급계약체결

12월 – 기업은행 Post차세대 전문테스트 라이선스 공급계약체결

10월 – 여성가족부 성능컨설팅

12월 – IBK 원머니시스템 성능컨설팅

1. 회사소개

1.3 사업실적



2. S/W 유지보수 고객

금융

제조/공공

통신/기타



3. 주요 솔루션

제품명 제조사 제품 소개 비 고

CheckMate RPA Symation RPA 업무자동화 솔루션

Load Runner HP 시장 표준화 제품으로 시장 점유율 1위

Quality Center HP 업계 1위 테스트 공정관리 솔루션

UFT(QTP) HP 어플리케이션 기능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MC HP 모바일 앱 자동화테스트 솔루션

SteelEye SIOS X86 Linux 환경 HA_Cluster(이중화 상용소프트웨어)

McCabe McCabe 테스트커버리지 솔루션

AgitarOne McCabe Java 단위테스트(Unit Test) 자동화 솔루션



4. 주요 솔루션 소개
4.1 CheckMate RPA

 영업대표 : 임호섭 이사, 010-2767-1448, hslim@tobeware.com

 기술대표 : 이수근 팀장, sklee@tobeware.com 

제품명 CheckMate RPA

소개 업무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

핵심 특장점

1. 이미지 및 오브젝트 인식기술

2. 손쉬운 스크립트 작성 및 빠른 수행

3. 다양한 파라미터 처리

4. OCR 인식 학습 기능

5. 시나리오 및 예약 수행 관리

6. 대시보드 및 실패 이벤트 관리

Strength

1. 국낸 보안 환경 지원(물리키보드 지원)

2. DB데이터 및 엑셀, PDF 처리 지원

3. 프로그램 변경 시 유지보수 편의성

4. FlowChart 기능 지원

5. 안정적이고 빠른 수행 속도

경쟁사 대비 강점 국내 사례

 금융 : 기업은행, 이비카드, 삼성카드 등

 증권 : 교보증권 등

 제조 : 쌤소나이트, 쌍용자동차, 농심 등

 통신/IT : LG U+ 등

 생명 : 미래에셋생명 등

 기타 : 코오롱베니트,코오롱인더스트리,티웨이항공,프뢰벨

mailto:hjkim@tobeware.com


4. 주요 솔루션 소개
4.2 Microfocus LoadRunner

 금융 :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농협은행, 씨
티은행, 대구은행 등

 증권 : 대우증권, 신한증권, 대신증권, 현대증권 등

 제조 : 포스코, 삼성전자,LG,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통신/IT : SKT, KT, LG U+, KTF 등

 생명 : 삼성생명, 교보생명, ING 생명

제품명 LoadRunner

소개
성능 테스트 시장 표준화 제품으로

시장 점유율 1위

핵심 특장점

1. 새롭고 혁신적인 VUGen (Virtual User 
Generator)로 쉽고 빠른 스크립팅

2. 강력한 Correlations 처리 기능

3.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완전한 EndToEnd 솔루션

4. 데이터확장/ 다국어지원/ 광범위한 프로토콜

5. 손쉬운 Script 수정 및 재사용성 용이

LR vs. RPT
1. 모바일 앱 지원
2. 모든 브라우저 지원
3. 유저 응답시간 지원

LR vs. 
Ngrinder

1. 테스트를 통해 배포 전 성능의 병목지점을 선별해
내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능력

2. 엔드 유저, 시스템레벨, 코드레벨 성능데이터의 강
력한 분석 엔진

3. Vuser, IP spoofing 및 Correlation 기능(Auto/Rule 
– Correlation)

4. 레거시 플랫폼, 클라우드, 하이브리드의 복잡한 환
경과 모바일 환경에 대한 End to End 지원

경쟁사 대비 강점 국내 사례

 영업대표 : 임호섭 이사, 010-2767-1448, hslim@tobeware.com

 기술대표 : 이수근 팀장, sklee@tobeware.com 

mailto:hjkim@tobeware.com


4. 주요 솔루션 소개
4.3 Microfocus Quality Center

 금융 : 기업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등

 제조 : 포스코, 삼성전자,LG,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등

 통신/IT : SKT, KT, LG U+ 등

 생명 : 푸르덴셜 생명, 삼성생명,LIG 생명 등

제품명 QC

소개 업계 1위 테스트 프로세스 관리 솔루션

핵심 특장점

1.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실행내역, 결함 등 테스트 관련 모든 정보
에 대한 통합 관리

2.품질 정보 실시간 공유 및 재사용

3.비즈니스 위험도와 어플리케이션 실패확률을 기
반으로 한 리스크 기반 품질 관리

4.품질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한 기업 내 모든 프로젝트, 운영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일관된 품질보장

QC

vs. 

RQM

1. 한 제품에서 요구사항 및 결함 관리 기능
2. Tree 구조로 테스트 케이스 관리
3. 자동 테스트 연계 시 테스트간 흐름 정의
4. 커스터 마이징 및 모듈별 필드 추가 및 유형 정의
5. 아키텍쳐 확장성 안정적인 접근을 위한 서버 클러스

터링

QC

vs. 

Silk Central

1. 요구사항 및 결함 일관 관리 기능
2. 요구사항 리스크를 평가 테스트 공수예측
3. 자동 테스트 연계 시 테스트간 흐름 정의
4. 커스터 마이징 및 모듈별 필드 추가 및 유형 정의
5. 타 솔루션 연계를 위한 API 제공

경쟁사 대비 강점 국내 사례

 영업대표 : 임호섭 이사, 010-2767-1448, hslim@tobeware.com

 기술대표 : 이수근 팀장, sklee@tobew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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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솔루션 소개
4.4 Microfocus Unified Functional Testing

제품명 UFT(구 QTP)

소개
업계 1위 어플리케이션

기능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핵심 특장점

1.기능 테스트 자동화를 통한 일관되고 객관적인
테스트 수행

2.레코딩 방식과 키워드 방식을 통한 손쉬운 스크
립트 작성 및 유지보수를 통한 효율성 향상

3.Legacy(3270/5250/VT100 등) 시스템에서 부터
C/S, ERP/CRM Package 및 최신 인터넷 기술
(Ajax, DHTML, Flex)등 자동화 지원 환경

4.자동 테스트 결과 검증 및 결함 등록

UFT

vs. 

RFT

1. API 테스트 자동화 기능 제공
2. 이미지 기반 테스트 자동화 제공
3. 국산 X-Internet 솔루션 및 확장 API제공
4. 키워드 기반 테스트 환경 제공
5. Database 값 검증

UFT

vs. 

TestPartner

1. 한글 UI 제공 및 API 테스트 자동화

2. ERP/CRM 패키지 환경 (SAP, Oracle)

3. 스크립트 작성 중 화면 캡쳐 제공

4. 파일 컨텐츠 검증 (XML,PDF 등)

5. 테스트 수행 동영상 자동 저장

 금융 : 국민, 우리, 한국씨티,대한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LIG화재 , ING생명, 푸르덴셜,대우증권, 현대증권, 삼성카드, 
신한카드 외…

 제조 : 삼성전자, LG전자, POSCO, 현대자동차, LG Display, 
Hynix 외…

 통신 : KT, SKT, LGT, KTF 외…

 인터넷/게임 : NHN, CJ인터넷, G마켓, 옥션 외…

 유통 : LG홈쇼핑, CJ홈쇼핑 외…

 SI/SM : 삼성SDS, LGCNS, SKC&C, IBM, SUN…

경쟁사 대비 강점 국내 사례

 영업대표 : 임호섭 이사, 010-2767-1448, hslim@tobeware.com

 기술대표 : 이수근 팀장, sklee@tobew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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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SIOS SteelEye

제품명 SteelEye(스틸아이)

소개 X86 Linux,Window기반 HA Cluster,DB복제

핵심 특장점

 모니터링 Resource (Application, Server, Storage, Data, 
Network 등)을 주기적으로 감시하여, 장애발생시 자동으
로 Fail-over하여 서비스를 복구

 SteelEye는 Shared Storage환경”의 H/A Cluster 및
Shared Nothing 환경에서 Replication을 통한 H/A 
Cluster 두가지 구성 제공

SteelEye

 다양한 Enterprise Linux 배포판 지원
 다양한 가상화, Cloud 환경 지원
 Shared Storage외 Local,DAS Storage 지원
 각스토리지 밴더의multipath드라이버지원
 LAN/WAN환경에서의 Host-based Replication

SteelEye

 Block 단위 Volumn/LUN 복제로 대용량 파일 처리
에 적합
 Fail-over시 자동 Source/Target변경
 Dirty block을 bitmap으로 관리하여 full resync 방지
 30여개의 주요한 Application에 최적화된
knowledge module

 금융 : 한화생명, 키움증권, 금융감독원,신한금융투자

 제조 : 삼성전자, 삼성SDI,삼성전기, POSCO, 현대자동차, LG Display, 
Hynix 외…

 통신 : KT, LGU+, 외…

 유통 : GS SHOP, 위메프,LG홈쇼핑, CJ홈쇼핑 외…

경쟁사 대비 강점 국내 사례

 정형일 이사, 010-8971-9569, hichung@tobeware.com 

 기술대표 : 남민우 과장,  mwkim@tobeware.com

SteelEye Protection Suite

4. 주요 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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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Vormetric Data Security

제품명 Vormetric Data Security

소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암호화 시스템

핵심 특장점

1.암호화 구성 방식이 OS 커널 프로세스

2.암호화 단위가 File 단위임

3.모든 DBMS 지원이 가능 함

4.소스 수정 없으며 기존 시스템 변화 없음

5.애플리케이션의 성능저하 없이 강력하면서
손쉬운 키(key) 관리를 제공

 금융 : 국민은행, TAS 손해사정, 우리신용정보, 파란손해사정, 롯데카드, 

 제조 :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현대제철, 화승, 대상그룹, 대우건설, 금
호건설

 공공 : 대검찰청, 여수시립도서관

 교육 : 남서울대학교, 베네세코리아, GN Education, 부산가톨릭대학교, 
한국항공대학, 나사렛대학교, 교보문고,대교

 기타 : 금호리조트, 금호터미널, 아시아나IDT, KT렌털, KT렌터카, 아시
나아항공, 에어부산

Vormetric

VS. 

컬럼 단위

암호화

1. Full Table 단위로 OS Kennel Layer에서 암호화 수
행

2. 자체 HSM에서 안전하게 관리 및 보호
3. DBMS 혹은 Application의 환경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4. Block 단위로 암호화되기 때문에, SQL에

상관없이 동일한 성능이 보장됨
5. 모든 DBMS 지원. 

단 Server의 OS 및 CPU에 영향을 받음
6. Data Size의 변화가 없음
7. Block 단위 IV가 적영되며 Table 단위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를 이용해서도 Data 유추
및 추적이 불가능함

Vormetric

VS. 

API 방식

경쟁사 대비 강점 국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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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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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McCabe

제품명 McCabe(맥케이브)

소개 테스트 커버리지 솔루션

핵심 특장점

 금융 : 산업은행, 신영증권, NH투자증권, 동부생명,동양종합금융증권, 
동부화재, 대한생명 외

 기타 : 삼성전자, LG전자, 대법원, 삼성SDS, 국민연금관리공단, NHN,국
방과학연구소, ETRI 외

국내 사례

테스트 케이스의 다양성 및 테스트 충분성 확보

정량적으로 테스트 진척도 관리(60% ~ 80%)

명확한 테스트의 목표와 종료시점(70%)

데드코드를 검출을 통한 소스코드 최적화

주요기능

1. 기존 소스 코드 수정 최소화 : McCabe IQ는 원시 소스코드를 자동으로 복사

하여 커버리지 측정을 위한 계측기 소스 코드를 자동 삽입합니다. 따라서 원시

소스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2. 커버리지 측정 대상 제외 : McCabe IQ에서 측정하는 커버리지 라인의 의미

는 단순히 소스코드의 라인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Logical 한 실행되

는 Line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석/공백/변수선언문은 라인에 포함되지 않습

니다

3. 커버리지 누적 측정 : McCabe IQ는 동일 파일 내에 여러 개의 함수가 있을

경우, 변경되는 함수를 파악하여 해당함수의 커버리지는 Reset 하며 그 외의

함수는 커버리지를 누적하여 측정합니다

4. McCabe IQ는 기본적인 커버리지 외 다양한 고수준 커버리지(Condition, 

MC/DC, Multiple Condition)를 지원하여 향후 품질기준 강화 시에도 McCabe 

IQ 는 다양한 커비리지 종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업대표 : 김학준 부사장, 010-9325-6958, hjkim@tobeware.com 

 기술대표 : 이수근 팀장,  sklee@tobeware.com

4. 주요 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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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솔루션 소개
4.8 AgitarOne

제품명 AgitarOne

소개 JAVA 단위(Unit)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핵심 특장점
1. Junit Generator 테스트케이스 자동생성

2. Agitator 테스트데이터 자동생성

 LG전자, 한전KDN, 포스코ICT

국내 사례

주요기능

1. JAVA Class 테스트케이스 자동생성

2. 테스트케이스 테스트 데이터 자동생성

3. Eclipse Plug-in 제공

4. Code Coverage 지원

5. Code Rule 지원

6. DashBoard 지원
 영업대표 : 김학준 부사장, 010-9325-6958, hjkim@tobeware.com 

 기술대표 : 이수근 팀장,  sklee@tobew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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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usiness Partners

주요 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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