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are SMART
BigData Smart Analysis & Smart Cost

AI기반 빅데이터 예측 분석 및 스마트 제조원가관리 분야에서 최고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사업분야
AI기반 빅데이터 예측 분석 개발 서비스
머신러닝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모델생
성, 예측, 분석, 배포까지 코딩 없이 자동화한 통합 개발
분석 플랫폼 제공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스마트 제조원가관리
제조업의 제품 기획 단계에서 양산 전까지 표준원가를
산정하고 목표원가를 도출, 제조 원가절감을 지원하는
솔루션 제공(설계원가, 구매원가, 견적원가, 목표원가)

제품 전자문서 관리
제조 생산 및 납품 과정에 필요한 각종 전자문서들을 체
계적으로 관리통제를 위한 솔루션 제공

제품

Cloudera

주요 프로젝트 수행 내역
데이터분석가공 및 AI기반 ML모델개발
마스팜
우제아이엠
문화재청/인천광역시
롯데제과
한국씰마스타
피플카
한국인터넷진흥원
마스팜
이지팜

AI기반 생산량 예측 및 병충해 진단 서비스
설문기반 AI 한방 진료 처방 예측 시스템
AI OCR기반 텍스트 분석 모델 개발 및 시각화
사고채권 AI 예측 모델 개발
AI 기반 최적의 Mechanical Sealing 추천
예측 시스템
AI기반 카셰어링 안전지수 예측 서비스
사이버 위협 정보 분석 빅데이터 플렛폼
MaaS UI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엄지프로젝트 빅데이터 플렛폼

르노코리아자동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스마트카드
삼성생명
삼성엔지니어링
한성자동차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삼성SDS
CJ푸드빌
한국고용정보원
호텔신라
한성자동차
현대중공업
효성
하나대투증권
캐논비즈니스서비스
KT
호텔신라
KT
신용회복위원회
SK E&S
삼성정밀소재
교보생명
KT
이마트
현대증권
엘리오앤컨퍼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정보분석시스템 AWS 이전 구축
유통정보 OLAP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정보계 분석시스템 구축
차세대시스템(DW/BI) 구축
경영정보시스템 구축(car sales)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공정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차세대 ERP 구축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고용보험DW구축 및 부정수급 고도화
분석시스템 CRM 기능 개선
재무BI시스템 구축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차세대시스템 ISP
신생산관리분석시스템 구축
영업분석 시스템 구축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BW & PCM 기능 개선
통계관리시스템 고도화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ETL구축
BO Upgrade
B2B Sales 시스템
이마트 차세대시스템 구축(DA)
BO Upgrade
병원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공정거래탐지시스템 구축

스마트팩토리 / 제조원가 관리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대흥사
DTR
만도
에스엘
현대케피코
에스엘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만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에스엘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에스엘
세동
KT텔레캅
현대파워텍
에스엘
현대파워텍
SH공사
에스엘
동희산업
만도
롯데면세점
송파케이블
건대병원
상신브레이크

설계원가시스템 고도화
스마트팩토리 품질문서관리시스템 구축
견적원가관리시스템 구축
금형 설계원가관리시스템 구축
설계원가시스템(CIS) 고도화
설계원가시스템 구축
CIS(7차) 구축
사전원가시스템 구축
설계원가관리시스템 구축
개발수익관리시스템 구축
CIS(5차) 구축
개발원가관리시스템 고도화
GM영업견적시스템 구축
사전원가관리시스템 , 실제원가관리시스템
관리회계시스템 구축(경영정보 중심)
통합원가관리시스템 구축(구매,영업)
관리회계시스템 구축(글로벌 통합)
표준원가관리시스템 구축(구매 중심)
관리회계시스템, 예산관리시스템 구축
표준원가관리시스템 구축
원가관리시스템 구축(그룹5개사)
부품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물류 ABC원가관리시스템 컨설팅 및 구축
ABC원가관리시스템 컨설팅 및 구축
ABC원가관리시스템 컨설팅 및 구축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성능 튜닝 서비스
동서식품
삼성전자
제일모직
삼성그룹
삼성전자CS센터
한국수력원자력
LG화학
SPC그룹
LG서브원
LG유플러스
CJ오쇼핑
SK(주)
아모레퍼시픽
보령메디앙스
현대로템
호텔신라
한국공항공사
CJ㈜
CJ E&M

SAP 시스템 성능 튜닝
삼성전자 G-ERP 시스템 튜닝
SAP 시스템 성능 튜닝
ERP 일류화 시스템 튜닝
SAP CRM 시스템 성능 튜닝
전자상거래 웹 및 DB 성능 튜닝
국내/해외 ERP 시스템 성능 튜닝
e-HR 웹시스템 및 DB 성능 튜닝
SAP 시스템(오라클 엑사DB) 성능 튜닝
SAP 시스템 성능 튜닝
SAP S/HANA 시스템 성능 튜닝
SAP 시스템 성능 튜닝
SAP 시스템 성능 튜닝
SAP 시스템 성능 튜닝
SAP 시스템 성능 튜닝
SAP DB업그레이드 및 튜닝
SAP 시스템 성능 튜닝
SAP 업그레이드 및 성능 튜닝
SAP 시스템(CO부분) 성능 튜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