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are SMART COST
BigData Smart Analysis

(주)레브웨어는 스마트 제조원가관리 와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최고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Lev + Software) 입니다.

사업분야
스마트 제조원가(Smart Cost)
제조업의 제품 기획 단계에서 양산 전까지지 표준
원가를 산정하고 목표원가를 도출함으로 기업의
제조 원가절감을 지원하는 솔루션 및 서비스 제공
(설계원가,구매원가,견적원가,목표원가)

빅데이터 스마트 분석(Streaming Predictive Analytics)
인터넷 로그, 센서 데이터 값, IoT 데이터 등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통해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지원하는 스트리밍 예측분석 솔루션
서비스 제공(빅데이터 플랫폼기반의 OLAP)

제품

주요 프로젝트 수행 내역
BI/DW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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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SKE&S
KDB생명

신정보계 분석시스템
차세대시스템(DW/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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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관리시스템 재구축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비정형손익분석시스템 구축

빅데이터(Big Data)
MaaSConsulting
이지팜

시설원예 스마트팜 프로젝트 수행
엄지프로젝트 HDP 구축

제조원가관리
DTR
만도
에스엘
현대케피코
에스엘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
에스엘
만도
두산인프라코어
에스엘
두산인프라코어
에스엘
세동
KT텔레캅
현대파워텍
에스엘
현대파워텍
SH공사
베바스토동희
에스엘
동희산업
만도
롯데면세점
송파케이블
건대병원
상신브레이크
롯데면세점

견적원가관리시스템 구축
금형 설계원가관리시스템 구축
설계원가시스템(CIS) 고도화
설계원가시스템 구축
CIS(7차) 구축
사전원가시스템 구축
설계원가관리시스템(엔진) 구축
부품원가계산 시스템 구축
CIS(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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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표준원가관리시스템 구축
원가관리시스템 구축(그룹5개사)
부품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물류 ABC원가관리시스템 컨설팅 및 구축
ABC원가관리시스템 컨설팅 및 구축
ABC원가관리시스템 컨설팅 및 구축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ABC원가관리시스템 컨설팅 및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