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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trategy 의 특징 

MicroStrategy Business Intelligence Solutions은 기업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비즈니스 수행력을 
향상시키고 예측가능하게 합니다. MicroStrategy 기술은 단일 아키텍처 안에서 전례 없는 모니터링, 리포팅, 분석력을 제공하여 비
즈니스 수행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있도록 해 줍니다.  

주요 기능 / 구성도 

 IT부서에서 리포트를 생성할 때 
  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중요 정보 
  직접 획득 할 수 있습니다. 
  
 단일 사용자 콘솔을 통한 디자인, 
  개발 및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분석 및 모니터링에 필 
  요한 리포트 작성이 가능합니다 
 
 리포트에 정교한 분석 및 예측  
  통찰력 통합 제공합니다. 
 
 사내 표준에 부합하도록 리포트 
  포맷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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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trategy는 비즈니스 활동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로 하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계속적
으로 비즈니스 메트릭을 트래킹하여 비즈니스 사용자들에게 기술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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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trategy는 현재와 과거의 운영 퍼포먼스에 관한 상세 데이터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기업 전반에 업무를 이해하
고 비즈니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좀 더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가진 고급 리포팅 기술
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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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trategy는 다양한 각도로 비즈니스 뷰를 제공하므로 관리자들은 문제가 되는 것의 원인을 찾아내고, 비즈니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여 비즈니스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데이터가 풍부한 크로스탭, 그래프 및 HTML 리포트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중역 회의용 수준의 리포트 생성 
240개의 분석 함수로 모든 범위에 걸쳐 분석 
광범위한 그래픽 기능  

소규모 부서 단위 애플리케이션에서 대규모 전사적 솔루션으로 확장가능  
안전한 리포트 공유 및 보기 
상황 중심의 분석으로 제어되는 비정형 리포팅 

MicroStrategy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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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rategy Business Intelligence 제품군 

 
 
Gartner: MicroStrategy BI 플랫폼 분야 매직 쿼드런트에
서 리더 쿼드런트로 선정 
 
 
The BI Survey 9: "MicroStrategy는 BI Survey 9에서 조
사한 전체 23개 제품 중 가장 높은 KPI 점수를 획득했습
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이같은 결과는 MicroStrategy가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 포트폴리오를 세우려는 시도를 뒤
로하고, 오직 BI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장시키
는데만 주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 Barney Finucane, The BI Survey 9 의 주 저자 
 
 
 
벤타나 리서치: “MicroStrategy 9 Release 2는 대시보드
와 새로운 형태의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다 쉬운 
설계와 조합 그리고 전개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상호 교
환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TDWI: “오늘날과 같이 경쟁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새
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
니다. 프로젝트의 빠른 세팅을 돕는 MicroStrategy 자동 
모델링 추론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WayneEckerson, 데이터웨어하우징 인스시튜트 디렉터 
  
 
BIScorecard: “MicroStrategy 9 Release 2 는 인메모리
(in-memory) 알고리즘을 통해 리얼 타임 쿼리 성능과 
OLAP 캐시를 위한 로드 타임 및 메모리를 향상 시켜 줍
니다. MicroStrategy 9 역시 뛰어난 데이터 확장성을 가
지고 있었지만 이번 버전은 특히 사용자 확장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복잡한 분석 쿼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Cindi Howson, BIScorecard 창립자 

Why MicroStrategy 

MicroStrategy Business Intelligence Solutions은 기업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비즈니스 수행력을 
향상시키고 예측가능하게 합니다. MicroStrategy 기술은 단일 아키텍처 안에서 전례 없는 모니터링, 리포팅, 분석력을 제공하여 비
즈니스 수행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있도록 해 줍니다.  

MicroStrategy 제품군 

http://www.microstrategy.co.kr/
https://resource.microstrategy.com/ResourceCenter/collateral.aspx?rid=19846&CID=
https://resource.microstrategy.com/ResourceCenter/collateral.aspx?rid=19846&CID=
https://resource.microstrategy.com/ResourceCenter/collateral.aspx?rid=19846&CID=
https://resource.microstrategy.com/ResourceCenter/collateral.aspx?rid=19846&CID=
https://resource.microstrategy.com/ResourceCenter/collateral.aspx?rid=19846&CID=
https://resource.microstrategy.com/ResourceCenter/collateral.aspx?rid=19846&CID=
https://resource.microstrategy.com/ResourceCenter/collateral.aspx?rid=19846&CID=
https://resource.microstrategy.com/ResourceCenter/collateral.aspx?rid=19846&CID=
https://resource.microstrategy.com/ResourceCenter/collateral.aspx?rid=19846&CID=
https://resource.microstrategy.com/ResourceCenter/collateral.aspx?rid=19846&CID=
https://resource.microstrategy.com/ResourceCenter/collateral.aspx?rid=19846&CID=
https://resource.microstrategy.com/ResourceCenter/collateral.aspx?rid=19846&CID=
https://resource.microstrategy.com/ResourceCenter/collateral.aspx?rid=19846&CID=
https://resource.microstrategy.com/ResourceCenter/collateral.aspx?rid=19846&CID=
https://resource.microstrategy.com/ResourceCenter/collateral.aspx?rid=19846&CID=
https://resource.microstrategy.com/ResourceCenter/collateral.aspx?rid=19846&CID=
https://resource.microstrategy.com/ResourceCenter/collateral.aspx?rid=19846&CID=
http://www.microstrategy.com/company/the-bi-survey/


통합 BI 아키텍처 

MicroStrategy9의 최신 기술은 BI 환경을 빠르게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In-memory ROLAP Cube 생성 기능과 데이터 
자동 적재를 위한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을 
적용해 전통적인 BI 아키텍처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모델링과 ETL 과정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1단계 
대시보드의 빠른 구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시보드의  빠른구축 

MicroStrategy9이 제공하는 WYSIWYG 디자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는  정형 리포트 조회 및 비정형 분석을  직관적으로 

수행합니다. 웹 표준 UI의 최신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 사용자는 

Drag&Drop, 아이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을 이용해 하고자 

하는 작업을 특별한 교육 없이도 쉽게 수행하게 됩니다. 

사용하기 쉬운 정형/비정형 환경 

MicroStrategy 의  최 신 

기 술 인  In-memory ROLAP 

기 능 은  기 존  ROLAP 의 

장점과 Cube 기반 OLAP의 

장점을 통합시킨 기술입니다. 

ROLAP 의  장 점 이  대 용 량 

데이터에  대한  상세  분석 

기능을 동일한 사용 방법으로 

지 원 함 과  동 시 에  자 주 

접근하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물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빠른 조회 성능을 제공합니다. 

빠른 조회 성능 

MicroStrategy가 제시하는 데이터 모델링 기법은 분석의 넓이와 

깊이를 확장하기 위한 유연한 모델링을 제공합니다. Cube 기반의 

경쟁 제품의 경우 분석 범위가 하나의 Cube 또는 Fact 테이블로 

제한됨으로 인해 분석 범위가 제한되고 유지보수 비용을 많이 

요구합니다 . MicroStrategy의 진보된 SQL 생성 엔진을 통해 

물리적 데이터 모델에 제한받지 않고 분석 범위를 여러 테이블의 

조합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데이터 모델 

 App 기반의 모바일 BI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자 및 현장 사용자들이 

장소와 시간에 제한 받지 않고 BI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App기반의 Mobile BI 

2009년 1월 출시한 엔터프라이즈 BI 플랫폼 MicroStrategy9은 기존 BI 제품에 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빠른 개발 기간과, 
향상된 리포트 조회 성능, 통합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트너 평가 자료 최 근 에  발 표 한 
Gartner의 사용자 조사 
결 과 에  의 하 면 , BI 가 
제 공 할  각  요 소 별 
평 가 에 서 
MicroStrategy 는  전 
부 문 에  거 쳐  최 고 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2위 
제품과 기술적으로 큰 
격차를 보입니다 

MicroStrategy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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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trategy 9은 엔터프라이즈급 BI 성능 및 규모에 맞게 특별히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이에 더 작은 부서별 BI 애플리케이션의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킵니다 . MicroStrategy 9은 워크그룹 및 부서별 BI 애플리케이션을 통합 
엔터프라이즈 BI 운영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MicroStrategy 9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보다 빠르고 쉽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주는 완벽하게 통합된 BI 플랫폼입
니다.  최근 강화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폰 및 아이패드를 위한 모바일 기능 강화 
 –새로운 트랜잭션 및 멀티미디어 기능을 통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멀티-태스킹, 경보, 정보 워크플로우 지원, 협업 
강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잠재력이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아이패드 및 아이폰을 위한 새로운 보안 기능이 추가되
었습니다.  

더욱 강화된 기능 

MicroStrategy9의 강화된 기능 

보다 빠른 성능  
– 인-메모리 BI 가속화 기술, 을 통해 탐색, 검색 기능과 병렬 앱 
로딩, 자동 진단 체크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인텔리전스 큐브
(Intelligence Cubes)는 증분적 패치와 가버넌스를 통해 역동적 
소싱 강화, MDX, 성능 강화 등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트랜잭션 서비스  
– 새로운 MicroStrategy 플랫폼에 추가된 이 새로운 제품은 
사용자들이 모바일 기기에서 트랜잭션 및 비즈니스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각적 통찰력  
– MicroStrategy Report Services에 포함된 이 새로운 특징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실행 방식을 제시할 
것이며 데이터를 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데이터 시각화는 단 30분 내에 구현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아이패드를 위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In-Memory Business Intelligence 
 MicroStrategy's in-memory technology is engineered  
to meet the increased demand for higher BI 
performance. MicroStrategy OLAP Services accelerates 
performance by pre-calculating computations and 
placing the results into its in-memory acceleration 
engine to dramatically improve real-time query 
performance 

Why Use In-Memory BI 
 Performance Everywhere at Scale 
 Analysis at the Speed-of-Thought 
 Cost Efficency 
 Plug and Play with Intelligent Cubes 
 Broadly Benificial Dynamic Sourcing 

보다 빠르고 풍부한 대시 보드 경험  
– 3배의 데이터 및 2배 빠른 속도와 함께 새롭게 커스터마이즈
된 워크플로우 기능 이 추가됐으며, 플래시 대시 보드 OLAP 기
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새로운 BI 앱의 보다 빠른 시작  
– 데이터 불러오기 기능 을 통해 사용자들은 각자 보유한 데이터
를 BI 시스템으로 보낼 수 있으며, 미리 디자인된 모바일, 
대시보드 앱 템플릿으로 보다 빠른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을 
할 수 있습니다. 포터블 문서 기능 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대시보
드 이동도 가능합니다.  

데이터 불러오기 

포터블 문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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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trategy 9은 엔터프라이즈급 BI 성능 및 규모에 맞게 특별히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이에 더 작은 부서별 BI 애플리케이션의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킵니다 . MicroStrategy 9은 워크그룹 및 부서별 BI 애플리케이션을 통합 
엔터프라이즈 BI 운영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MicroStrategy9의 강화된 기능 

더욱 강화된 기능 

싱글 유니버셜 정보 게이트웨이 (Single Universal 
Information Gateway)  
– 다차원의 관계형 웹 서비스 데이터 소스는 단일 메타데이터 레
이어로 추출됩니다; MicroStrategy MultiSource Option 을 통해 
관계형 데이터 및 MDX 데이터는 동일한 그리드 또는 그래프로 추
출이 가능해집니다  

MicroStrategy MultiSource 
Option is a new and fully 
integrated add-on 
component of 
MicroStrategy Intelligence 
Server. It allows users to 
seamlessly report, analyze, 
and monitor data across 
multiple sources through 
a single business model.  
With MicroStrategy 
MultiSource Option,  

BI architects and developers can build a single 
multidimensional model spanning multiple data 
sources including data warehouses, data marts, 
operational databases, and departmental databases. 
Since MicroStrategy MultiSource Option is 
completely transparent to users and developers, 
they can benefit from a unified view of the business, 
regardless of the underlying data stores.  
MicroStrategy MultiSource Option represents the 
next logical evolution of MicroStrategy ROLAP 
technology, extending its unparallel scalability, 
analytical depth and query performance to 
heterogeneous data source environments. 

다차원 데이터 소스에 대한 기본 지원  
– IBM Cognos TM1 엔터프라이즈 플래닝 소프트웨어에 대한 직
접적인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자동화된 유지보수  
– 헬스 센터(Health Center), 로 성능 관련 정보가 자동 업로드되
며 기술 지원팀이 성능 강화에 대한 분석 및 조언을 제공합니다. 

신속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구축  
– DashboardApps를 통한 편리한 개발, 오토-모델링 휴리스틱
(auto-modeling heuristics) 기법을 통한 보다 쉬운 설계, 재사용
이 가능한 대시보드 디자인을 통한 보다 편리한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합니다. 

MicroStrategy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신제품인 
MicroStrategy Health Center는 MicroStrategy 서버군 
전체를 자동으로 스캔하여 시스템 결함을 예측, 예방하며 
각종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종 오류를 사전에 방지함
으로써 성능 향상과 더불어 빠른 이슈 해결로 시스템의 가
동 시간을 향상시킵니다. 
 

MicroStrategy Health Center는 전체 MicroStrategy 환
경을 모니터링하여 잘못된 정보를 자동으로 수정합니다. 
관리자는 고급 정보 진단 기능과 정밀한 시스템 구성을 통
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
다. 특히 모든 에러와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경고를 사
전에 받게 되어 효과적으로 이슈를 해결 할 수 있으며, 보
다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로그와 진단 정보를 수집해 
MicroStrategy Technical Support로 방송함으로써 효율
적이고 빠른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지오-매핑(Geo-mapping) 기능 강화  
– 구글 맵스 및 ESRI와의 완벽한 통합을 통해 아이패드, 아이
폰, MicroStrategy 웹 대시보드에 대한 매핑 시각화 기능이 강
화 되었습니다. 

출처 : www.microstrategy.co.kr 

http://www.microstrategy.co.kr/
http://www.microstrategy.com/Software/Products/Service_Modules/Multisource/
http://www.microstrategy.com/Software/Products/Service_Modules/Multisource/
http://www.microstrategy.com/Software/Products/Service_Modules/Multisource/
http://www.microstrategy.com/Software/Products/Service_Modules/Multisource/
http://www.microstrategy.com/Software/Products/Service_Modules/Multisource/
http://www.microstrategy.com/Software/Products/Service_Modules/Multisource/index.asp
http://www.microstrategy.co.kr/Software/HealthCenter/
http://www.microstrategy.co.kr/Software/HealthCenter/
http://www.microstrategy.co.kr/Software/HealthCenter/
http://www.microstrategy.co.kr/Software/HealthCenter/
http://www.youtube.com/watch?v=38ha1alVy78
http://www.youtube.com/watch?v=38ha1alVy78
http://www.youtube.com/watch?v=38ha1alVy78
http://www.youtube.com/watch?v=38ha1alVy78
http://www.youtube.com/watch?v=38ha1alVy78
http://www.youtube.com/watch?v=38ha1alVy78
http://www.youtube.com/watch?v=38ha1alVy78
http://www.youtube.com/watch?v=38ha1alVy78


실행을 통한 전략부터 MicroStrategy Professional Services는 MicroStrategy 솔루션에서 귀하가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항상 최첨단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 적용,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컨설팅 

컨설팅  
MicroStrategy Consulting은 최고의 기술 및 비즈니스 솔루
션을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입니다, 

설치 및 설정 - 어떤 MicroStrategy 요소를 사용할 것인지, 
또한 리포팅 요구사항, 사용자 수, 기타 요구사항을 반영해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통합 - 데이터 소스, 포털, 보안 시스템, 싱글 
사인-온(sign-on) 시스템, 신원 관리 시스템, 기타 써드-파티 
제품과 귀하의 MicroStrategy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합니다.  
커스터마이제이션 - MicroStrategy 기능을 변경하거나 
OOTB(설치 즉시 사용가능: out-of the box)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합니다.  
MicroStrategy로의 전환 - 귀하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
스템을 다른 기술 플랫폼에서 MicroStrategy로 전환합니다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   MicroStrategy Cloud 사용을 관리, 
실행, 준비하십시오. 

기술 서비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술 실행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술 관리 

성능 최적화 - 고성능을 위한 기술 개선 및 베스트 프랙티스 
적용을 통해 MicroStrategy 반응 시간을 향상시킵니다.  
업그레이드 및 마이그레이션 - 귀하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MicroStrategy 버전에서 다른 버전
으로 변경합니다. 또는 당신의 MicroStrategy 애플리케이션
을 하나의 운영 시스템에서 다른 운영 시스템으로 옮깁니다.  
용량 계획 - 귀하의 MicroStrategy 플랫폼 및 인프라스트럭
처가 향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정합니다 
재해 복구 - 다양한 실패 시나리오 하에서 귀하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보호, 복구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합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헬스 체크 - 가능성 있는 비즈니스 또
는 기술적 장애물을 파악하고, 극복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귀
하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애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관리(ALM) - 귀하를 대신해 
MicroStrategy 관리, 사건 관리, 변경사항 관리를 실행합니다 
 

데이터 관리 전략 - 귀하의 데이터 요구사항을 정하고 데이터 자
산을 획득, 관리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아키텍처 - 다른 데이터 소스를 리포팅 및 분
석을 위한 포괄적인 단일 소스에 통합하는 모델을 만듭니다.  
Extract, Transform, and Load (ETL) -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
를 취합해 귀하의 MicroStrategy 애플리케이션에 조정하고, 데이
터 웨어하우스와 같은 타깃 시스템에 로딩합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술 관리 

모바일 인텔리전스 서비스 -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인터넷 액세스를 통해 유용하고 시기적절
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모바일 트랜잭션 서비스 - 사용자들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애
플리케이션에서 트랜잭션 및 비즈니스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서비스 -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 대시보드를 통해 BI D
어플리케이션 핵심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리포트 서비스 -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위해 예정되었거나, 
또는 온-디멘드 방식으로 표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리포트를 
개발, 테스트, 구축하십시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프리젠테이션 및 전달 

전략 및 플래닝 -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자산 및 로드맵 
핵심적인 조직 목표 및 가치와 관련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계획의 비즈니스 지향 전략 로드맵을 개발합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COE(Center of Excellence) - 효율적으로 
구축된 기술, 체계화되고 훈련된 담당자, 명확한 프로세스에 기
반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제공 모델을 구현합니다.  
균형성과기록표(Balanced Scorecard) - 변화관리 리더십과 함
께 균형성과기록표(Balanced Scorecard) 비즈니스 모델, 베스트 
프랙티스 KPI, 전략 맵을 개발합니다.  
고급 분석 - 고급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에서 
획득된 통찰력에 기반하여 비즈니스 이벤트를 시연,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문 서비스 

전략 및 플래닝 

제품 통찰력 - 귀하의 고객들이 구매 시점에서 제품들을 어떻게 결
합했는지를 포함해, 채널, 중개인, 유통, 영업 등에 대한 제품 성과를 
파악합니다. (마켓 바스켓 분석) 

마케팅 및 영업 

엔터프라이즈 소셜 인텔리전스 - 회사의 페이스북 팬에 대한 마켓 
세그먼트를 확인하기 위해 Wisdom Enterprise Edition을 활용하여 
소셜 그래프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까지 데이터를 변환합니다.  
고객 소셜 인텔리전스 - 고객 지향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십시오 - 
MicroStrategy Emma, Alert, Usher 기술에 기반 – 타깃 세그먼트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소셜 인텔리전스와 병행이 가능합니다. 

소셜 미디어 

신용 리스크 관리 - 광범위한 기업 리스크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뱅
크 론 제품의 신용 라이프사이클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사용합니다. 
보험 인수 분석 - 실시간 예측 분석을 통해 보험 인수 리스크를 선
별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청구 최적화 및 모바일화 - 청구 패턴의 예측 분석을 통해 대량 보
험 청구 니즈를 예측합니다. 

금융 솔루션 

유통 손실 방지 - 손실 이슈 예측, 방지, 사례 관리, 트렌드 분석 
유통벤더 포털 - 효과적인 공급망 데이터 협력 및 유통업체와 상품 
판매 업체간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유통 솔루션 

매출 사이클 인텔리전스 - 병원 빌링(billing), 현금, 송금 데이터 관
리 및 모니터링, 빌링(billing), 신청 거부, 어필(appeal), 현금 흐름에 
대한 매출 누락 파악 및 금융 성과 예측이 가능합니다.  
케어 관리 - 케어 범위 전반에서 헬스 케어 접촉 데이터를 기반으
로 구성원들의 헬스 상태를 파악합니다.  

헬스케어 솔루션 

출처 : www.microstrategy.co.kr 

교육 솔루션 
채택 관리 - 매일의 업무에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트레이닝, 변화 관리, 팔로우-업
(follow-up)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트레이닝 프로그램 관리 - 귀하의 직원 개발 니즈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구성, 실
행합니다.  

고객 통찰력 - 프로모션 및 기타 활동을 위해 타깃 고객 그룹에 대
한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http://www.microstrategy.co.kr/
http://www.microstrategy.co.kr/Cloud/
http://www.microstrategy.co.kr/Cloud/
http://www.microstrategy.co.kr/Cloud/
http://www.microstrategy.co.kr/Cloud/
http://emma.com/
http://alert.com/
http://usher.com/


Value Partner Through Strategy Execution 

근본적으로 고객에 가치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모든 직원이 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정신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고객 성공의 동반자입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객을 위한 스스로의 
가치와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경영 컨설팅 및 솔루션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비전/중장기 전략, 조직, 인사 
분야의 전문가 및 ERP, SEM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들로 구성되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 
(Second Edition Value)의 컨설팅 및 
IT시스템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SE Partners 는 ㈜ 에스이파트너즈 
143-914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8번지 99호 3층 
TEL. 02-3775-0360     FAX. 02-3775-0370 
www.separtners.co.kr 

jindoo@separtners.co.kr 

교육서비스 : 

제품   문의 : 

jindoo@separtners.co.kr  

khlee@separtners.co.kr 

cys@separtner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