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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큐아임

Q-IAM은 SW와 HW를 포함하는 IT 자산의 물리적인 정보, 재무정보, 계약정보 등의 속성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IT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적화 하기 위한 
최상의 비즈니스 솔루션입니다

Q-IAM



최상의 비즈니스 솔루션
Q-IAM은 SW와 HW를 포함하는 IT 자산의 물리적인 정보, 재무정보, 계약정보 등의 속성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IT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적화 하기 위한 최상의 비즈니스 솔루션입니다

Mobile-Fluent
반응형웹 지원으로 고객의 모바일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단순하고 손쉬운 사용
직관적인 프로세스와 사용자 화면 제공으로 사용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새로운 CMDB 모델링
Q-IAM의 CMDB는 기존 Static 정보 외에도 Context, Process, Program Module 등
기업의 모든 자산을 저장하며 SOA 모듈성을 지원합니다

비즈니스 변경에 대한 유연한 대응
CMDB 변경에 따른 DB스키마 및 화면을 자동으로 변경하고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업무성과를 생각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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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 is More, Simple is Enough
Q-IAM 을 통하여 기업의 IT자산을 효율적이고 직관적이며 가장 심플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공하고, 
강력한 CMDB 모델링을 통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시각화를 지원하여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Visual & Relation BigTable
Q-IAM 만의 데이터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수많은 업무 데이터와 관련 데이터간의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고,
직관적 시각화를 통해 최종의사결정자에서부터 실무자까지 직관적인 분석에 도움을 드려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부보안 통합 Embrace
기존 고객사 환경을 수용하는
유연한 아키텍쳐

Big Data-Relationship
Management
공통된 특성에 따라 특정 정보를 분류, 
그룹화한 360° View

Modeling

Metrics

강력한 CMDB 모델링을 통한 
현업중심의 시스템 운영(LOB-Driven)

기업자산통합
1. Auto-Discovery   
2. 운영정보

 
운영데이터와 실제 자산 정보 기반의

다양한 평가 측정 및 개선 활동

Visual
직관적, 사용자 친화적 시각화를 통한 빠른 의사결정 지원

큐아임
Q-IAM



통합 자산 라이프사이클 관리
(Integrated Asset Lifecycle Management)

Q-IAM Asset
Life Cycle
Mgt

배치 / 재배치재고 / 현황

운영활동

Purchase & 
Contracts

구매 / 계약

Registration/AD Request

등록 / 자동검색구매요청

Financial 
Management

Decommission &
Disposal

회계폐기 / 처분

Relocation &
 Reassignment

Stock & 
Maintenance

Operation
Management

Service Request 관리를 통한 
자산 생애주기 시작

자산 Status 별 

생애주기 관리

유지보수를 비롯한 라이센스 관리를 
통한 계약정보 관리

ITSM 운영활동 관리

자산 재배정, 재배치 관리 및 현황 트래킹

재무 / 회계정보
연계를 통한 
비용정보 
Consistency 유지

자산정보를 직접 등록관리하거나
Auto Discovery를 통한 자산정보수집, 
Audit 관리

구매 / 계약정보 연계를 통한 자산 중심의 정보관리

MAIN FUNCTION

주요 기능



Q-IAM 대시보드 (DashBoard)

자산 중심의 통합관리 기능 (360° Single View)
자산 중심의 ‘Single View’를 구성하여 사용자 요청, 계약정보부터 자산 이동/배정/변경에 따른 이력사항,
자산 상태에 따른 재고/처분/매각과 관련된 변경사항들을 추적하여 자산의 생애주기를 한 눈에 파악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Q-IAM의 특징 중 하나인 Relation BigTable 기반 기술을 통해 직관적이고 가시적인 화면 UI를 제공하며 다양한 형태의
자산현황 대시보드를 구성합니다 

Case 1. Auto Discovery 데이터를 매핑하여 관리

Case 2. 수기관리 지원

Case 3.  Audit 지원을 위해 수기데이터와 auto 
discovery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Case1.  기 구매, ERP, 회계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해당 정보 연계관리

Case2.  별도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계약 
및 재무관리 시스템 추가 구성

360° Single View

HW자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정보 자산 계약, 구매정보와 관련 비용정보 자산 Status 변동에 대한 이력사항

HW자산구성품 등록, 변경관리

해당 자산에 대한 요구사항 등 운영

SW License Compliance 현황

자산 Bubble Chart

자산활용도와 가동율

자산과 서비스관리 관계성 가시화

IT 자산 투자비용과 TCO, ROI

Q-IAM CI Map

Compliance 전체 수량

주요 License Compliance 점유 현황 제시

 

소프트웨어의 트래픽 현황을 통한 부서별, 

위험도, 시간대별 현황을 요약한 가시성을

높힌 동적 차트

 HW / SW 자산의 활용도와 가동율을 
분석한 정보 

 Q-IAM 솔루션을 통해 본 자산과 

IT서비스의 활용도 데이터

올해년도 IT예산총액과 항목별 예산비용

투자항목별 비용 점유율, 투자 손익분기점과
같은 재무정보 제시

Q-IAM 솔루션을 통해 본 자산 CI Map

Locations Software Contracts Costs Requests Status History HistoryOverview



유저와 벤더 관리를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Help Desk Portal)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리 (Software Licenses Compliance Management)
License Compliance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License Compliance List를 제공하며, Compliance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각기다른 상태의 카드를 표출하고, 필요할 경우 담당자에게 자동알림을 제공합니다

Q-IAM 솔루션은 전통적인 자산관리 기능에 추가로 ITIL에 기반한 자산관련 서비스 데스크 운영과 
장애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벤더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테이블 형태의 SW License Compliance 화면 SW License Compliance에 따른 상세 화면

- 대외서비스 및 고객들의 요구사항관리

- 제품 카탈로그 정보, 라이선스 정책, 벤더측에서 직접 관리

- 이동성을 고려한 모바일 대응

MAIN FUNCTION

주요 기능



Q-IAM  솔루션에는 Business Context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Business Workflow 엔진이 내장되어 
ITIL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Process / Role / Transition / Status 등의 속성 POOL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워크플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ITIL 기반 프로세스 관리 엔진 (ITIL : IT Infrastructure Library)

- 각 state에 따른 transition 정의 및 관리

- ITIL기반 Workflow 탑재

- ITIL 기반 Best Practices 적용

- 자산 신규 요청/변경등의
   IT 자산운영관리 서비스 제공

BPM ITIL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지원

Workflow

- Process 생성에 따라 자동생성되는 Workflow Diagram



DISRUPTIVE FEATURES

특장점

Deep Visual Seamless Visual

Asset Decision Grid유연한 Case Tool

CoE(Contents of Everything) 플랫폼

IAM Process Layer

ITSM Process Layer

GRCI Intelligence 플랫폼

Q-플랫폼 Core Engine

CMDB

RDBMS Hadoop Spark

빅데이터 가상 플랫폼

INSIGHT
Visual & Analisys

정보
시각화

시뮬레이션

통계
분석

최적화
모듈



SPECIFICATIONS

기능 및 지원

Q-IAM 제품군 기능 구성

지원 운영환경

주요 제공 기능 Light Light II Standard Enterprise 비고

HW 자산 등록 및 관리 ● ● ● ●
갱신일 사전 공지 

모바일 지원

Anywhere, Any Device

협업

One the way

정보 정합성 체크

SW 자산  등록및 관리 ● ● ● ●
만료일(EOS, EOM) 사전 알림 

관리 ● ● ● ●

자산 검색 및 조회 ● ● ● ●
자산 운영 현황(대시보드) ● ● ● ●
R-Bigtable Visual Chart ● ● ●

Auto Discovery ● 자산 자동 등록, 변경사항 자동인지

라이센스 / 컴플라이언스 관리 ● ●
구매 / 계약 / 유지보수 관리 ● ● ITO / IMO 지원, 모바일 지원

벤더(공급사)관리 ● 협업, 모바일 지원

ITSM(요청, 인시던트, 변경관리) 부분지원 ●
보고서 기능, Custom Visual 보고서 기능 ● 최적화 / 특화 비주얼

옵션 제공 기능 비고

PC 단말기 관리 ● ● ● ●
레거시 연동 ● ● ● ● 타 시스템 (구매, 계약, 회계)

Notification (SMS, App Push) ● ● ● ●
불법소프트웨어 관리 ● ● ● ● PC 보안 제품 구매하여 연동

시스템 HW

 CPU : 2.4GHz*2Core 이상 

RAM : 16GB 이상

HDD : 500GB 이상

운영체제

 Intel Linux 32bit, Redhat Itanium 64bit

 Microsoft Windows 2000, XP, 2003, 2008, 7, 8

어플리케이션 서버

 Apache Jakarta Tomcat 9.x

지원 DB

 Mysql, MariaDB, MongoDB
(추가 예정 DB : PostgreSQL, Oracle)

*상기 구성된 기능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 구성 및 판매 전략

유틸리티군

제품 구성 및 판매 전략

패키지 및 솔루션

 

 벤더 프로필 정보 관리

장애처리 담당자 핫라인 관리

장애 처리 요청 단계에서 자동으로 
담당자에게 장애업무 배정

벤더: 장애조치 진행/완료 처리사항
          시스템내에서 직접 처리

고객: 장애조치 진행 현황 및
          히스토리 파악

벤더 별 상품 or 부품 카탈로그

상품 카탈로그 화면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는 주문 기능

배송현황을 추적할 수 있는 배송추적
기능

웹 엑셀을 통한 기획 및 정보등록

정보 공유 및 협업

 

 

 

 제품 구성 및 스펙 관리

제품 라이센스 관리

 

 

 

 CMDB 구성 및 관리

 

 

 

 

 IT자산 인벤토리 관리

라이선스 관리

자산 컴플라이언스 관리

자산 현황분석

전사적 데이터 관리환경을 분석하여

의사결졍지원 대시보드 화면 구성

개발/운영 플랫폼

빅데이터 구축

데이터 분석 플랫폼

ITIL v3에 부합하는 운영서비스 관리

IT 운영 생산성 제고

모바일 환경 지원

다양한 고객 업무를 직관적 
비주얼 환경으로 개선

 

 

 

 

 

 

 

  

벤더 비상연락망 제품 카탈로그 구성관리

장애 관리 주문 관리 클라우드 엑셀

자산관리 ITSM Visual Service

Data Visual Board Q-플랫폼



NEXT CHOICES

Connected Platform

Pick-n-Use Items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빅데이터
플랫폼

Relation
Big Table

BOT 엔진
(딥러닝)

Open API
플랫폼

DevOps
플랫폼

장애처리 및
벤더관리

자산등록
클라우드 엑셀

서비스
카탈로그

Workflow 
Engine

자산 자동수집
(Auto Discovery)

컨설팅
(빅데이터/
프로세스)

SMS / NMS
( 모니터링 )

ITSM
(운영관리 자동화)

CMS
( 콘텐츠관리 )

Visual Engine
( 가시화 )

APP Push
( 공지/알림 )

이미지
디자인툴

IoT 관리시스템
(사물 인터넷)

Asset-Decision
GRID

ESL IoT 태그

홍채
사용자 인증

(보안등급관리)

Central
Repository
(통합저장소)

Q-IAM



큐아임

IT자산 관리를 위한 
최상의 비즈니스 솔루션

Intelligent
Assets
Management

Q-IAM



IT자산 관리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겠습니다
동반자로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Intelligent Assets Management,
이제는              입니다

Turning Asset into Smart Business Decisions

스마트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위한 통합 솔루션

TM

Q-IAM



www.qwave.co.kr

thoughts.hue-memo.com

www.huedream.co.kr

02.6952.5582

02.6952.5592

qwave@hue-m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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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Turning Asset into 
Smart Business Decis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