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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EN = Big Data + AI
비투엔은 끝없는 창의와 열정으로 ICT 융합 시대를 선도하는 빅데이터·AI 전문 기업입니다.
BETTER -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꿈을 실현합니다.
TOMORROW - 다가올 미래를 위한 혁신적 가치를 창조합니다.
ENABLE - 세상을 바꿀 새롭고 아름다운 가치의 물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전

데이터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비투엔의 비전은 ‘데이터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비투엔 전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 공유 및 전파에 앞장서고 사회 공헌을 통한 지속 가능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사말

데이터 거버넌스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믿음직한 프로페셔널 동반자
저희 비투엔은 금융, 통신, 제조, 공공 등 다양한 업종의 대표 고객들에게 데이터를 통한 통찰력과 고부가가치를 제공하며
‘데이터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이터 전문가’라는 사명감을 갖고 항상 고객을 생각하는 국내 최고의 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화 시대를 위한 원재료인 데이터에 가능성과 가치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분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빅데이터·AI 전문 기업 비투엔은
고객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상을 누구보다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고객이
원하는 해답을 제공하면서 일진월보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투엔 가족은 ‘고객이 원하는 전략 자산으로서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수

많은 성공 사례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믿음직한 프로페셔널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객과 함께 주주와 임직원이
행복하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며 투명한 기업 경영과 인재 경영으로 ‘처음처럼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고객의 마음속에 남는 신뢰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투엔 대표이사/ 사장 조 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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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인력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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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엔은 최고의 데이터 전문가들이 모여 데이터로 세상을 연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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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투엔 아카데미(B2EN ACADEMY)개소

2010 08 SQL Server 튜닝 원리와 해법 출간
2009 06 오라클 성능 고도와 원리와 해법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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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솔루션 사업 확장

05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전문 센터 선정

본원적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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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SDQ 상표권 등록

2016 11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SDQ GS 1등급 인증
2014 12 ㈜비투엔으로 사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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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DOMAIN
비투엔

세상을 향한 도전과 열정, 그리고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지능화 시대를 위한 데이터는 무엇인지!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컨설팅 서비스부터 데이터 솔루션까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도하며 지속 성장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빅데이터·AI 전문 기업입니다.

DATA
CONSULTING
SERVICE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데이터 컨설팅
서비스

DATA
SOLUTION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상의 솔루션

Big Data

AI/ML

Data
Governance

Data
Architecture

HPE
EZM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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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NSULTING SERVICE
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실현하고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BIG DATA

빅데이터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의 방대한 데이터로 구성된 정보의 바다를 가리킵니다. 빅데이터는 조직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프로세스와 정책을
향상하며 고객 중심 제품과 서비스, 경험을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빅데이터는 단지 데이터 양 때문이 아닌 특성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빅"으로 정의됩니다.

Data Lake 구축
Data Lake를 통해 기존의 정형 데이터 이외에도 비정형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기업 내부/외부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앙 집중화된
리파지토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다양한 수준의 가공
및 저장 처리를 통해 대시보드, 시각화 및 AI/ML 등을 통해 기업의
더 나은 의사 결정에 기여합니다.

Cloud Migration
클라우드는 최신의 데이터 기술을 민첩하게 사용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탄력적 시스템 리소스 사용을 통해 IT인프라의
관리/비용 효율화를 제공합니다. 비투엔은 온프레미스(On-premise)
시스템의 성공적인 Cloud 전환을 통해 고객이 합리적인 클라우드
비용으로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축 사례

삼성화재 데이터 플랫폼 구축/
건강정보 통합

하나카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SK브로드밴드 비식별 데이터 플랫폼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SK에너지 B2C 통합 DB 및
분석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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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NSULTING SERVICE
반복 학습 및 데이터 인사이트를 통한 새로운 발견
AI/ML

인공지능(AI)은 분석에 적합하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포함한 모델을 개발하며 하나의 제품에 모든 텍스트 분석 기술을 통합하는 과정을 단순화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에서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컴퓨터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비투엔은 다양한 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 전처리, 인공지능 알고리즘
모델링, 시각화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Machine Learning
데이터 기반 키워드 추출, 연관관계 분석, Clustering & Classification 등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고객에 맞는 최적의 알고리즘을 설계합니다.

Deep
Learning

Deep Learning
인공 신경망(FCN, CNN, RNN 등) 기술을 기반으로 비투엔만의 독자적인
분석 기법을 접목하여 정확도 높은 고성능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합니다.

구축 사례

NIA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대구경찰청 순찰 과학화 분석 사업

한고원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의 AI 고용서비스 구축 사업

SK텔레시스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컨설팅

SKT 개인화 서비스 데이터 분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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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NSULTING SERVICE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와 관리를 돕는 서비스
DATA
GOVERNANCE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표준 및 정책에 따라 비즈니스 데이터를 생성·변경하고 생성된 데이터의 가용성·유용성·무결성과 보안을 관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많은 조직에서
업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투엔의 데이터거버넌스 Framework
① 안정적·체계적 데이터 생산 및 운영관리, ② 데이터관리의
지능화, ③ 데이터 활용(분석) 최적화 영역으로 구성되며,
영역별로 목적/ 목표/ 정책/ 원칙/ 절차/ 도구를 정의합니다.

4단계 절차
① 방향성 정의, ② 현황분석, ③ 목표모델 설계, ④ 이행 계획 및
변화관리 방안 수립 단계로 구분되어 추진하며 목표 모델 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이행을 고려한 이행과제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합니다. 이행 과제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연차별/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구축 사례

한극전력공사 전사 데이터
관리체계구축

금융감독원 데이터 관리 체계수립

SK C&C 사내 Data Governance 체계 한국무역보험공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

삼성화재 데이타활용품질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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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NSULTING SERVICE
전사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서비스
DATA
ARCHITECTURE

정보시스템 혹은 전사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유지를 위한 구조와 흐름을 정의하는 서비스로, 현실 세계의 Business를 논리적인 설계의 영역으로 표현하고, 상세화하여
실제로 활용하기 위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데이터관리의 LifeCycle 전 단게에 걸친 활동을 수행합니다

Real
World

데이터
모델링

ABSTRACTION
WORLD

Business
World

데이터모델링
비투엔은 전문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구조 설계를 통해 유연하고 강고한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기업 데이터 자산의 가치 향상을 도모합니다.

DW/BI 구축
데이터 활용

물리설계

Computing
World

비투엔은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간계 시스템
데이터의 구조적인 축적과 활용을 위한 정보계의 설계와 구축 및
Visualization을 구현하여 빠르고 일관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구축 사례

우체국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 구축

한국거래소 KRX 차세대시스템 구축

삼성화재 일반보험 MI시스템 구축

KDB산업은행 차세대시스템 구축

SKT텔레콤 영업/마케팅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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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OLUTION
국내 레퍼런스 1위, AI/빅데이터 포함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 솔루션
500여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적용사례를 통해 기능성과 안정성이 입증된 솔루션으로 기업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 프로세스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품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업무효율 향상과 비즈니스 확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공식 솔루션

국내최초
AI 학습데이터 품질진단

빅데이터 포함
국내 최다 DBMS 진단



’18 ~ ’20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공식
솔루션



AI 학습 데이터 대한
형식/구조, 정확성, 다양성
진단 기능 제공



인메모리 기반 빅데이터 고속
질의 엔진을 탑재하여 신속한
빅데이터 품질 진단 처리



범정부 품질진단 지표 기본
탑재 및 종합진단보고서 제공







오류 원인 분석에서
개선활동까지 일관된
품질관리 프로세스 제공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92개
컨소시엄이 구축한
170여종의 대용량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품질 검증
자동화 도구로 활용

빅데이터 기반 HDFS, Hive,
NoSQL를 포함 국내 최다
DBMS(Oracle, Tibero, DB2,
MS-SQL, Cubrid,
PostgreSQL 등) 진단 지원

1 등급
나라장터 조달 물품 등록
* AI 및 빅데이터 품질진단 기능은 별도 또는 확장 모듈로 제공

구축 사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관세청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경찰청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한극전력공사 전사 데이터
품질 오류진단
관리체계구축

SKT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도입

Business Domain | DATA Solution

DATA SOLUTION
최신 기능요건 100% 충족, 메타데이터 표준관리 솔루션
단어, 도메인, 용어와 같은 표준사전과 데이터 모델, DBMS 오브젝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솔루션으로 모델링 툴, 품질관리시스템, 범정부메타시스템 연동과 ‘20년에 제정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관리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어 기업의 업무요건과 운영환경에 최적화된 메타데이터 표준관리 방안을 제공합니다.

체계적인
표준관리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관리



데이터 모델과 DBMS
오브젝트의 유기적인 관리



1 등급



나라장터 조달 물품 등록

전사표준 및 시스템 별 개별
표준 관리

표준 신청/승인 결재선 관리
및 프로세스 제공
UDP를 통한 표준관리
항목의 유연한 확장

표준/구조 검증 및
변경이력 관리

다양한 유관
시스템 연동



표준준수율 및 적용율 분석





DBMS vs 메타 vs 모델 간
GAP 분석

ERWin과 같은 모델링 도구와
엔티티 정보 연동



품질관리시스템,
개발환경에서 표준사전 및
테이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API 제공



DA 목표 관리 및 달성 현황
분석



표준 및 테이블 변경 현황
관리



범정부메타시스템 연동을
위한 관리 UI와 배치 제공



변경 이력관리 및 버전 별
차이점 비교



연계 Key 관리를 통한 안전한
데이터 보호

구축 사례

한극전력공사 전사 데이터
관리체계구축

체육진흥공단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식약처 식의약 헬스 종합정보DB
개방 및 고품질 개방 체계 구축

농림부 농식품 빅데이터 공통기반
구축활용 사업

힌국지역난방공사 데이터관리체계
수립 및 표준화시스템 구축사업

Business Domain | DATA Solution

DATA SOLUTION
‘데이터 수집과 통합’을 위한 필수 솔루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는 데이터의 개방 활성화와 융·복합을 위해 기업 내·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통합하는 솔루션입니다.

풍부한
데이터 수집·통합 방식


레거시 데이터 처리를 위한
DBMS와 File 컴포넌트



외부 기관의 개방 데이터
수집을 위한 FTP, HTTP,
Open API 프로토콜 지원



1 등급
Verification & Validation



메시지 라우팅 및 데이터
변환과 기업 고유 비즈니스
업무 처리를 위한 확장
컴포넌트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를 위한
컴포넌트

완벽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편리한
개발 및 운영 환경



빅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데이터
내에 포함된 민감·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비식별 처리



개발 툴, 관리 툴, 모니터링
툴이 하나로 통합된 웹
콘솔에서 데이터 수집
·통합의 모든 업무 처리



비식별 대상 및 조치결과
저장방식을 서비스 환경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



데이터 플로우 디자이너 기반
개발환경으로 개발 편의성 및
품질 일관성 보장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17가지 가명화/익명화 기법
완벽 지원



24시간 실시간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한 트랜잭션
대시보드와 토폴로지 맵 제공

구축 사례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도시 레거시 데이터 수집



도시의 기반시설 확충 대신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각종 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모델



버스, 택시, 교통카드, 동네예보, 주차장 정보
등의 레거시 데이터 수집에 SFLOW 적용

물류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통합 및 비식별화



물류 컨설팅 및 WMS를 통해 매일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물류 운영 데이터(주문, 입고, 출고, 반품,
재고, 인력 등)를 비식별화하여 제공하는 플랫폼



물류센터의 운영 데이터 통합과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에 SFLOW 활용

Business Domain | DATA Solution

DATA SOLUTION
엣지에서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솔루션

HPE
EZMERAL

HPE Ezmeral Data Fabric 단일 데이타 플랫폼은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안정성, 무중단 스케일 아웃이 가능한 확장성, 안정적인 파일시스템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저장 및 접근에
대한 가장 우수한 성능,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유연한 연계, 데이터 적재 노드에서의 분석 수행을 통한 빠른 실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존 기업용 앱

배치 및 분석

클라우드 규모의
데이터 저장

분석 및
머신러닝

HPE Ezmeral Data
Fabric(MapR)-DB

HPE Ezmeral Data Fabric(MapR)-XD

고가용성

실시간

통합 보안

멀티 테넌시

전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 - 무중단



분산 파일 시스템 – HPE Ezmeral
Data Fabric(MapR)-XD



무 중단 데이터 액세스를 지원
하는 다양한 자동 복구 기능

글로벌 이벤트
스트리밍



NoSQL DB 시스템 – HPE
Ezmeral Data Fabric(MapR)-DB



재해 복구와 스냅샷을 포함한
고 가용성 제공

Event Streaming



글로벌 메세징 시스템 – HPE
Ezmeral Data Fabric(MapR)-ES



안정적인 고객 지원 체계

운영 DB

Database

Web-Scale Storage

핵심 기술 요소 –
실시간성, 최고의 안정성

지능형 앱

HPE Ezmeral Data Fabric(MapR)
Streams

재해복구

무중단 스케일 –
아웃 : 무한대 확장성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ON-PREMISE, MULTI-CLOUD, EDGE

IOT & EDGE

대용량 실시간 고속 처리


대용량 분산 병렬 처리 지원



수 조 단위까지 확장되는 제한
없는 파일 시스템



정형 및 비정형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한 대규모 분석 및 기계 학습 구현



대규모 분산 처리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 고속 처리



분석 서버와 데이터노드의 비 분리 :
데이터 접근 속도 높음

구축 사례

관세청 빅데이터 프로젝트

대전시청 지능형 도시 재생 정책
지원시스템 구축 기술지원

대구시청 '20년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 데이터허브 빅데이터
처리 솔루션

삼성전자 빅스비 데이터 플랫폼 구축 한화투자증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ML 기반 구현 및 활용

B2EN | Clients

공공

Clients

83 Clients

B2EN | Clients

금융

Clients

45 Clients

제조
건설

Clients
16 Clients

B2EN | Clients

ICT

Clients
19 Clients

교육 Clients
의료
유통
컨텐츠
19 Clients

B2EN | Awards & Certifications

2021

AWARDS
SDQ, 제1회 공공부문 SW AWARD 상용SW부문 수상 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②
코리아빅데이터어워드 솔루션 부문 대상 수상 ③
2019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산업포장 수상 ④
디지털경영혁신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리딩기업대상(3년 연속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SP 수립 감사패 수상
K-water 실시간 수도정보 개방체계구축 감사패 수상
삼성화재 일반보험 MI시스템구축 감사패 수상

②

③

④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사업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국민연금공단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감사패 수상
메리츠화재 차세대 정보계 시스템구축 감사패 수상
특허청 데이터 품질관리 감사패
삼성화재 차세대 정보계 시스템구축 감사패 수상

CERTIFICATIONS

기술창업 선도기업 선정 중소기업청장 표창

한국거래소 EXTURE 차세대 시스템구축 감사패 수상
SK텔레콤 NGM 시스템구축 감사패 수상

비투엔, 2021 DATA-Global 기업 선정

병무청 신 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구축 감사패 수상

어노테이션 자동 진단 시스템 특허등록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SDQ V3.0 GS 1등급 인증
메타데이터 관리 솔루션 SMETA V1.0 GS 1등급 인증
데이터 수집·통합 솔루션 SFLOW GS 1등급 인증
이미지 분석을 통한 객체정보 제공시스템 특허 등록 ⑤
오디엑스 데이타를 이용한 트랜잭션 처리 소프트웨어프레임웍 특허등록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SDQ 상표권 등록 ⑥
비투엔 BDE센터, '2018년 빅데이터 전문센터' 선정

2004

비투엔, '데이터인증 심사기관' 선정
⑤

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 기업 인증

①

B2EN | Projects

우체국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 데이터관리체계 수립
금융감독원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수립 컨설팅
관세청 MapR 빅데이터 사업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 평가분석시스템(EPAS) 구축 사업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 DW 및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사업
대전시청 지능형 도시재생정책지원시스템 구축 MapR 기술지원

공공

Projects

한국지역난방공사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및 표준화시스템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헬스 종합정보DB 개방 및 고품질 개방체계 구축
한국수력원자력 데이터 품질관리 기본계획 및 DB 표준화 컨설팅
한국무역보험공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DA 컨설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선거정보 개방체계 구축
대구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296 Projects

한화생명 보험Core 시스템구축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재무통합 시스템 구축
삼성화재 데이터 플랫폼 구축

IBK연금보험 IFRS17 시스템 구축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IFRS17 결산시스템 구축
하나카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금융

Projects

KDB생명 IFRS17 결산시스템 구축
오렌지라이프(구.ING생명) IFRS17 시스템 구축
삼성화재 건강정보 통합 인프라 구축
흥국화재 신정보계 구축 프로젝트
삼성화재 ERP 시스템 설계

KDB산업은행 차세대시스템 구축
우리은행 차세대시스템 구축
삼성화재 MI 시스템 구축

138 Projects

B2EN | Projects

SK 차세대 MIS구축
SKC&C 사내 DataLake 구축
SK 사내 Data Governance 체계 수립
SKT 통합오퍼링 시스템 구축
KT 차세대 BI/DW 아키텍처 수립 컨설팅

ICT

Projects

SK브로드밴드 고객 식별 및 비식별 데이터 인프라 구축

SK브로드밴드 전사 Data 모델 고도화
SKT SWING 구축 DA 컨설팅
SKT SWING 기능설계
SKT Big Data Hadoop on DW 기술자문
SKT 통합 Data Repository 구축
SKT U.Key 2.0 구축

94 Projects

SKE&S 전력통합운영플랫폼 구축방안 수립
SK에너지 B2C 통합 DB 및 분석 Platform 구축
삼성엔지니어링 GPLM 구축

제조
건설

Projects

금호건설 ERP 재구축 사업
SK종합화학 iPF 시스템 구축
SKE 17년 Intelligence Platform 구축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 통합관리 플랫폼 적용(PH.2) 컨설팅
SK종합화학 New CRM 구축
삼성전자 반도체 차세대YMS DB구조혁신 DA 컨설팅

교육 Projects
의료
유통
컨텐츠

54 Projects

롯데글로벌로지스 차세대택배시스템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아모레퍼시픽 Sales Legacy Transformation Data Architect

아모레퍼시픽 차세대 영업 플랫폼 구축(PMO)
AJ렌터카 차세대 ERP 구축 DA컨설팅
신세계 SSG닷컴 DBMS 통합 모델 컨설팅
아시아나항공 PIP구축

34 Projects

데이터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BETTER -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꿈을 실현합니다.
TOMORROW - 다가올 미래를 위한 혁신적 가치를 창조합니다.
ENABLE - 세상을 바꿀 새롭고 아름다운 가치의 물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Thank
You!
Data Innovators for a Bette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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