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Customer,Value Creator
We’re always trying to be a Leading Data Expert,
to study Customer’s Headache,
to provide the Highest Value.

Lev 사업분야
빅데이터 (Big Data)
오픈소스 빅데이터 플랫폼 컨설팅
오픈소스를 기반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 기업의 비젼
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비용 절감과 고급 분석을
위한 모던 빅데이터 아키텍쳐 와 이를 구체화 하는 컨설팅
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빅데이터 + BI 분석시스템 구축

데이터

수집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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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데이터 병합/집계

OLAP기반의 BI시스템 설계 및 시스템 구축을 제공하며,
하둡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IoT, 빅데이터 분
석 및 통계 처리를 BI시스템과 연계 시각화 제공. 또한
SPARK기반으로 데이터사이언스 쉽게 적용합니다. (머신
러닝 예측분석 구현)

사용자
Analytic DB
Log
Text

Excel

YARN
HDFS/Hadoop
On-Demand Integration & Blending

DBMS
데이터 적재
데이터 추출
SAP ERP
SCM
Portal

EDW

Data Marts

BI Tools

솔루션 (Product)
사전원가관리시스템(w-COPS)
W-COPS는 기획단계부터 양산단계까지 원가절감활동/원가관리/원가최적화를 위해 사전원가기획부터 각 공
정단계별 원가 활동을 지원하는 all-in-one 솔루션, 공정 단계별 원가시뮬레이션, 양산 이후의 목표원가 달성
관리를 지원하여 고객이 추구하는 수익성을 보장.

Business Objects(SAP BI)
OLAP 기반의 리포팅, 정형/비정형 분석 보고서, 대시보드 등 시각화를 통하여 비즈니스 통찰력을 위한 통계/분석
정보를 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젼스 제공

오픈 빅데이터 플랫폼(Hortonworks HDP,HDF)
구조적/비구조적 데이터로부터 비즈니스 통찰력을 빠르게 얻을 수 있으며, 방대한 멀티소스 데이터 세트를 분산 저
장하고 배치 및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둡기반 상용 오픈 소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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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레브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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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젝트 수행 내역
 BI/DW Data Anla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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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원가관리(사전/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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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유통

공공

통신

서비스

제조

기타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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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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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