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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회사 소개



1. 회사소개

기업용 MSA(Micro Service Architecture) 전문 기업 및 Container Cloud 솔루션,

그리고 빅데이터 시각화 기술 전문 기업

미디어 솔루션과 산업용 솔루션까지 산업 전반의 클라우드 솔루션 서비스 제공

벤처기업확인서

2017.08.30

직접생산증명서

2017-0071-00199

SW사업자신고서
B18-149890

중소기업확인서

113-86-94225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인정서

Q152918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인정서

14-0288

기업부설연구소
2016111134호



2. 클라우드 전문가 집단



3. 다양한 Container Cloud Enterprise Service 파트너사

공식 Reseller 파트너 사

Konvoy



02.솔루션 특장점

2.1 분석포털의 필요성

2.2 BizMicro BigData 사례

2.3 BizMicro BigData 특장점

2.4 기대효과



2.1 분석 포털의 필요성(1/4)

빅데이터 환경에 적용되는 너무 많은 SW는
통합 관리나 역할별 채널 유입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2.1 분석 포털의 필요성(2/4)

분석포털은 현업 사용자, 분석가, 운영 사용자 등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환경의 역할별 서비스를 목표로
합니다.



2.1 분석 포털의 필요성(3/4)

인공지능 분석시 데이터 분석가들은
Self-Service 기반의 개인화 분석환경이 필요합니다.



2.1 분석 포털의 필요성(4/4)

데이터 활용자간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통합 데이터 조회 및 협업 공간이 필요합니다.



2.2 BizMicro Bigdata 개요(1/2)

BizMicro Bigdata는 빅데이터 환경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별 관문” 을 목표로

합니다.

인공지능및메타관
리

데이터원천에대한분류체계와

Jupiter등다양한

인공지능리소스를관리할수있는
기능

시각화레포
팅
과제결과물및 OLAP등

을 위한시각화레포팅

기능

과제결과관리

실제과업에따른과제결과

물을 취합하여개인화하는

기능

빅데이터환경을위한가장이상적인방법으로소통하는
플랫폼



2.2 BizMicro Bigdata 개요(2/2)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지원/활용”의 초점을 맞춘
Modern Application을 지향합니다.

- 사이트 관리 (포털 단위시스템별 App 관리 , 도메인관리 등)
- 조식도 , 가상그룹 관리
- Widget , App 개발 가이드 제공
- 업무 사용 추적 로그 관리

역할별 맞춤업무 서비스

- 분석사를 위한 공유 공간 및 분석 결과 제공 기능
- 다양한 관계자들을 위한 보고서 관리 기능
- 분석 업무 및 협업 들을 위한 보고서 권한 관리

분석가 콘텐츠 관리 환경

- 프로젝트별 별도 파일 및 기타 지식 관리 가능
- 분석과정에서 생성되는 콘텐츠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일련의 콘텐츠 Life Cycle 관리
- 표준메타시스템, BI 솔루션, HDFS 등 외부의 다양한 레거시 연동 기능 제공

분설결과
활용

분석사지식
관리

3rd Party
서비스

인공지능 플랫폼 등 필요한 다양한 Add-on 서비스

- 운영자를 위한 HDFS 모니터링 기능
- 도커 클라우드 환경과 연계한 인공지능 플랫폼
- 다양한 Jupyter, R 등 오픈소스 제공 기능



2.3 BizMicro BigData 특장점 – 멀티 디바이스 환경 지원

BizMicro BigData는 다양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Mobile, PC App, Web 환경을 지원합니다.



2.3 BizMicro BigData 특장점 – API 관리

BIZMICRO BigData는 시각화 결과물을 위해
다양한 3rd Party 솔루션과 연계가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 Tableau, Spotfire, SAS VA등과 연계
가능

3rd Party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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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BizMicro BigData 특장점 – 역할별 맞춤 포털

BizMicro BigData는 사용자의 역할에 맞는
개인화 맞춤 포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요기능

•통합 메시지, 메시징 라우터, 게시물, 파일, 계정, PUSH 메시지, 권한,

인증, API, 로그 관리 지원

•지원 DBMS는 상용부터 오픈소스 DB 지원

■ 기능 특징

•개인화 포틀릿 기능 제공
•일반사용자 : OLAP, 정형, 비정형 보고서 조회 기능
•분석사 : 데이터 조회, 메타데이터관리, 분석환경, 모델관리
•운영사용자 : 시스템 모니터링 및 학습 현황 등 자원관리 모니터링 기능
제공



2.3 BizMicro BigData 특장점 – Cloud Native Application

BizMicro Cowork는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Cloud Native Application을 지향합니다.

- MSA(Micro Service Architecture) 기반

- DevOps 환경 지원

- Container 기반 서비스

(Kubernetes, Apache Mesos 지원)

※2020년 Kubernetes 인증획득
https://www.cncf.io/certification/software-conformance/



2.3 BizMicro BigData 특장점 – Private 인공지능 플랫폼 환경 구축 가능

BizMicro BigData는 Private 혹은 Public Cloud와
연계

인공지능 분석 환경 플랫폼 구축이 가능합니다.



2.4 기대 효과

BizMicro BigData는 분석사를 이해하고
편리한 역할별 업무환경을 제공합니다.

분석결과제공

HR 연계

분석결과조회

데이터제공 / 요청분석관련데이터콘텐츠관리

분석 BI 결과물공유 및 제공

관리기
능

통합 분석 포털서비스

포털관리

기타 레거시연계

데이터분석
사

내외부사용자

인가자에 한해
사용자조회기능

기타 분석관련콘텐츠제공
권한에 따른 정

보제공 기능 제공

콘텐츠관리 시각화관리 데이터관리 게시물관리 사용자관리

데이터분석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다양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관문 역할



03.솔루션 주요기능
3.1 개인 보고서 관리 기능

3.2 사용자 및 권한 관리

3.3 시각화 정보 및 과제 관리

3.4 분석사 공유 데이터 관리

3.5 메타데이터 관리

3.6 빅데이터 자원 모니터링 –커스터마이징 영역

3.7 인공지능 플랫폼 확대 - 선택

3.8 시각화 레포팅 확대 - 선택



3.1 개인 보고서 관리 기능

BizMicro BigData는 원하는 시각화 결과물을
개인화하는 포틀릿 환경을 제공합니다.

- 개인별 시각화

- 부서별 시각화

- 프로젝트별
시각화



3.2 사용자 및 권한 관리

BizMicro BigData는 HR과 Self-BI 환경과 연계하여
사용자 및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 기존 사용자 정보
연계

- 분석사/사용자/
관리자 권한

- Self-BI 계정관리



3.3 시각화 정보 및 과제 관리

BizMicro BigData는 보고서를 공유하기 위한
과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 과제관리

- 포털내 개인
시각화 기능
관리

- 시각화 포틀릿
관리

- BI 솔루션 권한
관리



3.4 분석사 공유 데이터 관리

BizMicro BigData는 분석사들 자료 공유를 위한
공유 데이터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 기존 사용자 정보
연계

- 분석사/사용자/
관리자 권한

- Self-BI 계정관리



3.5 메타데이터 관리

BizMicro BigData는 분석 메타 관리를 위한
메타 데이터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 표준 메타데이터
연계

- 데이터 원천 관리

- 데이터 설명 관리

- 데이터 테이블
조회



3.6 빅데이터 자원 모니터링 –커스터마이징 영역

BizMicro BigData는 HDFS와 연계하여
하둡의 자원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 Hadoop 자원
모니터링

- 분석환경
모니터링

- 인공지능 자원
모니터링

- 서버 정보
모니터링

예시) W은행 자원 모니터링 – 단, 클라우드 환경에서 적용
가능



3.7 인공지능 플랫폼 확대 – 선택1

BizMicro BigData는 Docker 관리 기능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확대가 가능합니다.

- 분석사를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자원 관리

- 자원할당 및 승인

- 배분 및 회수



3.7 인공지능 플랫폼 확대 – 선택2

BizMicro BigData는 Docker 관리 기능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확대가 가능합니다.

예시) 상기 3rd party Open SW의 경우 고객사에 맞게 변경 가능



3.8 시각화 레포팅 확대 - 선택

BizMicro BigData는 시각화 출력물을 위한
Tibco의 JasperSoft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Tibco Jasper SW
내장

- 시각화 솔루션 포함

- 레포팅 디자이너
포함

Easy To Embedded

• 보고서 결과물을 다양한 환경에 최적화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
는 유연한 플랫폼 제공

• 손쉽게 타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 제공

Affordable

• 사용자 요구에 따라 다양한 환경이 제공되는 플랫폼 제공

•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 제공

Self-Service

• 손쉬운 Drag & Drop 리포트 디자인으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든
시각화 및 분석 화면 제공

Cloud Architecture

• 향후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한 확장성 보유

• 멀티태넌시(Multi-tenancy) 부터 무정지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형태로 제공

예시) 도입시 별도의 유지보수 비용 발생 – 이중화 추가 비용 발생



04.주요 구축 사례
4.1 K은행

4.2 금융결제원

4.3 W은행

4.4 J지주사

4.5 S금융투자



4.1 K은행

K은행 – 데이터 카페

- 2018년 12월 최초 오픈

- 2019년 10월 고도화 사업 완료

- 빅데이터 기본 플랫폼으로 활용

- 주요 기능 : BI 연계,
대리점/영업점 관리 등



4.2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 2020년 3월 최초 오픈

- 2020년 12월 2단계 오픈

- 주요 기능 : 보고서 관리,
고객관리 등



4.3 W은행

W은행

- 2019년 11월 프로젝트 착수

- 2020년 8월 빅데이터 포털 오픈

- 2020년 12월 인공지능 플랫폼
오픈

- 주요 기능 : 인공지능 플랫폼,
시각화 포털, 분석 과제 결과
포털, HDFS 메타 및 감사 관리
등



4.4 J지주

J지주

- 2020년 7월 프로젝트 착수

- 2020년 12월 빅데이터 포털
오픈

- 주요 기능 : 보고서 관리



4.5 S금융투자

S금융투자

- 2020년 12월 프로젝트 착수

- 2021년 4월 빅데이터 포털 오픈

- 주요 기능 : 보고서 관리,
Public 클라우드 연계(AWS)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147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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