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특징

제품 소개
다양한 관점의 시각화 분석으로 직관적인 비즈니스 분석

일반사용자부터 경영진, 고급분석가까지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원

AI 기술 적용을 통한 자동화된 비즈니스 예측 분석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도구

WiseIntelligenceTM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물품식별번호 : 23598519

다양한 시각화 차트
분석 결과의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해 그리드, 
피봇그리드, 트리맵, 버블차트 등 50여 가지의 
차트 유형 제공

스프레드시트 보고서

엑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여 엑셀 설치 없이 
보고서 조회와 분석 가능

AI 예측 분석

AI 알고리즘 기반 데이터 예측 분석을 통해
현상분석을 넘어 향후 미래 비즈니스 예측

우수한 시스템 성능

다차원 데이터 큐브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와 
캐싱 기술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

웹 기반 및 반응형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 설치에 대한 제약사항 
없는 접근성 제공

시스템 안정성

성능 모니터링 로깅, 메모리 과다 소모 방지 기술 
등 다양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형태로 제공

데이터기반 행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의사결정, 객관적 
정책 도출 지원



주요 기능

WiseIntelligenceTM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도구

* 나라장터 쇼핑몰 2021년 구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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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국회사무처, 기획재정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대법원, 대한적십자사, 법무부, 산림청, 서울시청,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특허청, 한국가스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무역협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철도공사,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MG손해보험, 웰컴저축은행, KB부동산신탁, KG제로인, 키움증권, 한국정보인증, 한국투자신탁운용

두산인프라코어, 르노삼성자동차, 미성, 바이엘세원,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양사, SK에너지, 이루넷, 포스코, 한독약품

골프존, 공영홈쇼핑, 더바디샵, 롯데홈쇼핑, 보쉬코리아, 스마트미디어렙, SK브로드밴드, 엔트리브소프트, Yes24, 웹젠, 코리아이플랫폼, 홈앤쇼핑

경남대학교, 연세대학교, 청담러닝, 충남대학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공

금융

제조

유통

교육

대시보드

빅데이터 분석 1위는 위세아이텍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No.1

연구개발 전문인력

유지보수 센터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분석

다양한 레이아웃과 테마 

보고싶은 차트를 사용자가 자유롭게 배치

정형보고서
사용자에게 익숙한 오피스 프로그램 형태의 보고서

기존에 활용하던 양식 그대로 보고서 구축

비정형보고서
다차원의 대화식 탐색

편리한 Drag&Drop 방식

Pivot, Filtering, Drill-up/down 등 다양한 분석

- 국내 최초 OLAP 분야 GS인증 획득, 500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기술력

-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발, 제품 성능 개선, 2000년 제품 첫 출시 이후 꾸준한 업그레이드

- 유지보수 인력 운영과 고객 맞춤형 지원 서비스 

고급통계분석
상관, 회귀 등 20여 종의 고급통계 분석

통계분석 툴 R과 연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