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erprise BI & Big Data Solution

BUSINESS INTELLIGENCE &
BIG DATA ANALYTICS SOLUTION
지금의 경영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조직은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성장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수많은
정보를 분석해야 합니다. 기업이 더욱 다양하고 유용한 서비스와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즉 데이터에
기초한 정보 분석과 미래 예측이 필수입니다.
비아이매트릭스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 컨설팅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및 리포팅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생성되는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처리 엔진, 고급 통계분석과 데이터 마이닝 등의 추가 솔루션 제공을 통해 데이터 처리, 분석 프로세스
정립, 데이터 분석 자동화, 리포팅 등의 기능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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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매트릭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의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Big Data & Business Intelligence 솔루션을 개발·공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유사한 서비스와 제품의 공급을 통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Insight를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은 모든 기업에 있어서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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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매트릭스의 Big Data 분석 및 Business Intelligence 솔루션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경영 Risk를 최소화하도록 돕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운영은 미래에 있을 이슈를 예측하고 경영 전반에 걸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합니다.

BUSINESS
AREA

비아이매트릭스는 제조, 금융, 공공, 서비스 등 전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분석·계획 솔루션을 개발하며,
BI 시스템의 구축용역 및 컨설팅에 이르는 데이터 분석 전반에 관련된 제품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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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사업
•BI (Business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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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분석

Consulting 사업

•인공지능 기반
Advanced Analytics

•BI 및 Big Data 분석 시스템
구축 컨설팅

•데이터 마이닝
•시각화

•Data Warehouse,
Data Mart 구축 컨설팅
•솔루션 교육 및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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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사업
•업무 분석, 경영 현황 분석 시스템
설계 및 구축
•경영계획,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 및 구축
•SCM 시스템 구축
•회의체 시스템 구축

SIMPLE
SPEEDY &
SMART
SOLUTIONS

기존의 데이터 수집·입력·보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로, Dashboard, OLAP,
비정형 분석(EUC), 시뮬레이션, 경영계획, 통계 등 모든 업무 분야에서 사용자 별로 최적화된 BI 정보
활용이 가능합니다.

Reporting, Dashboard, OLAP
리포팅, 대시보드, 올랩

Data Visualization
분석결과 시각화

Big Data, Real-Time
빅데이터, 대용량 분석, 실시간 분석

BI & Big Data
Analytics

Predictive Analysis,
Planning, Simulation
예측분석, 계획, 시뮬레이션

Data Mining

Statistics, R

데이터 마이닝

고급통계분석, R 알고리즘

CLIENTS

비아이매트릭스는 제조, 건설, 공공, 금융, 유통, 서비스, ICT 등 전 산업 분야에서 Top Class 고객을
보유한 성공적 BI & BIG DATA 분석 솔루션 파트너입니다.

제조 및 건설

공공

금융

유통 및 서비스

※ 더 자세한 구축사례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PABILITY

Big Data and BI Solutions
by Experts
전문가가 개발한 Big Data 및 BI 솔루션
비아이매트릭스는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 모바일 분석, 협업
및 보고서 공유, 데이터 마이닝 등 데이터 분석 관련 풍부한
Experience와 Knowledge를 겸비한 전문 기술 집단이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Differentiated Service
Big Data 및 BI 핵심 기술 보유
솔루션 전문 기업 비아이매트릭스는 80% 이상의 직원이
Big Data와 BI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기술 전문가
그룹입니다.

Proven Technical Skills and
Methodology
전 산업 분야에 걸친 Success Cases
Big Data 및 BI 관련 Knowhow를 바탕으로 고급 통계
분석, 데이터 마이닝 등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다각화하여
많은 Top Class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아이매트릭스의 솔루션은 BI MATRIX 개발 방법론을 따라
개발되며 안정적으로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Focusing on R&D
끊임없는 R&D 투자를 통한 기술 확보
기업 부설 기술연구소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비아이매트릭스는 제품의 업그레이드와 신 기술 개발에
있어서 시장의 변화와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축분야
✓ 통계분석시스템 (재고 / 영업 / 생산 / 구매 / 원가 / 손익 현황 분석 등) 구축
✓ 임원용 업무분석시스템 (KPI 분석 / EIS 등) 구축
✓ 경영계획 시스템 구축 (Forecasting / Planning / Simulation 등)
✓ SCM 시스템 구축
✓ 회의체 시스템 구축 등

Outstanding Technologies for Knowledg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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