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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매트릭스는 2005년도에 설립되어 국산 BI Solution 중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BI Solution 전문업체입니다. 특히 국내 BI 업계 최초로 세계로 수출하였으며 제품의 우수성을 인
정받아 2012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회        사        명 ㈜비아이매트릭스 대 표 자 배 영 근 

설 립 일  2005년 4월 임 직 원 수 125명 

주                   소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 / 7,11,17층 

전     화     번    호 전화: 02) 561-4475     Fax: 02) 561-4479 

홈 페 이 지 www.bimatrix.co.kr (KOR) / www.bi-matrix.com (ENG) / www.bimatrix.jp (JAP) 

주 요 사 업 BI / Big Data / SCM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구축 

사 업 분 야 

- 업무분석시스템 (재고/영업/생산/구매/원가/손익 현황 분석 등) 구축 

- 임원용 업무분석시스템 (KPI 분석/ EIS 시스템 등) 구축  

- 경영계획 시스템 구축 (Forecasting/Planning/Simulation 등)  

- SCM 시스템 구축 등  

 대한민국 대표 BI & BIG DATA 전문기업 

 BI & BIG DATA 핵심기술 보유 

 BI 사업 13년 



Trust 
 2005년 회사 설립 

 벤처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원) 선정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ICT Innovation 미래부 장관상 

 SCM분야 산업통산자원부장관 표창 

 벤처활성화 유공포상 중소기업청장 표창 

 서울산업진흥원 우수일자리창출상 

 서울시 인증 Hi-Seoul 브랜드 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비아이매트릭스는 13년간 BI 한 길을 걸어온  

신뢰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Organization 
대표이사 

영업마케팅본부 

영업부 

Presales팀 마케팅팀 영업1팀 

영업2팀 

기술연구소 경영기획실 전략사업부 대외사업부 

1팀 경영지원팀 SCM사업팀 

2팀 중국사업팀 

AI팀 

기술영업부 

BI사업본부 

BI컨설팅사업부 

컨설팅팀 

디자인팀 

컨설팅사업부 

PMO 

BI컨설팅 R&D 기술컨설팅 영업 및 마케팅 관리 총 인원 

63 18 20 17 7 125 

50% 14% 16% 14% 6% 100% 

혁신팀 일본사업팀 

TA팀 

QA팀 

신사업팀 

전략기획팀 

BI컨설팅 1팀 

BI컨설팅 2팀 

BI컨설팅 3팀 

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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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억 

 인력 약 20배 성장 

 기술인력이 80% 정도 차지 

 BI 전문 & 고급 인력으로 구성  

     (부장급 이상이  

      전체 인력의 50% 차지) 

 매년 매출성장  

 매출액 약 88배 성장 

 11년간 두 자릿수   

      성장률 기록!! 

6명 

125명 



 BI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컨셉의 제품 보유 

 국가지정 우수 기술연구센터 (ATC)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INNO-BIZ (기술혁신형기업) 인증 획득 

 BI 및 Big Data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획득 (12종) 

Technology 

※ 추가 출원 10건 



마이너리티 리포트!! 
음성과 모션, 인공지능으로  
미래형 분석환경 제공 

생각의 속도로 분석하는 
분석 엔진 개발 (G-MATRIX) 

No Programming !! 
프로그램 Coding 없이  

분석화면 개발 

『BI기반의 BIG DATA 처리를 위한 융합형 분석 플랫폼 개발』  
혁신기술 정부과제 수행 

5억 건 데이터 기준 3초 이내에 데이터 처리 및 UI 구현이 가능한 페타
바이트급 비전문가용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 주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사업기간: 13.06.20 ~ 15.06.19 (2년)  

ATC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 /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기간: 15.06.01 ~ 2020.05.31 (5년)  

AMI기반 전력사용 환경에서 수용가 주도의 수요반응 극대화를 위한   
지능형 디바이스 전원관리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시장창출형 창조기술 개발사업 / 주관: 중소기업청 
/ 사업기간: 15.09.21 ~ 2017.09.20 (2년)  

대규모 트랜잭션 처리와 실시간 복합 분석을 통합한 
 일체형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기술개발사업 / 주관: 미래창조부  
/ 사업기간: 15.10.01 ~ 2019.09.30 (4년)  

이종 빅데이터 통합 분석을 통한 메타러닝 기술 개발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 주관: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사업기간: 17.11.01 ~ 2020.12.31 (3년)  



Analysis Simulation Planning 

금융기관차세대통합분석시스템 
금융기관리스크관리시스템 

마케팅분석시스템 
금융기관성과관리시스템 
금융기관영업관리시스템 
자산부채관리시스템(ALM) 
금융상품분석시스템 

외환및채권시장분석시스템 
… 

매출분석시스템 
수익성분석시스템 
원가관리시스템 

구매및재고분석시스템 
통합재고관리시스템 
판매생산계획시스템 

수요예측시뮬레이션시스템 
예산관리시스템 

… 

통합BI분석시스템 
전략경영시스템 
MIS분석시스템 
영업분석시스템 
재무관리시스템 
임원정보시스템 

경영계획및관리시스템 
해외법인관리시스템 

… 

성과관리(BSC)시스템 
DW활용BI시스템 
마케팅분석시스템 
분석CRM시스템 
지점관리시스템 

글로벌SCM통합운영시스템 
비정형OLAP분석시스템 

… 

생산수익성관리시스템 
생산분석시스템 

품질공정관리분석시스템 
품질분석시스템 

판매생산계획시스템 
프로세스성과모니터링시스템 
자재및물류분석시스템 

… 

공공기관통합정보관리시스템 
공공통계분석시스템 

정책현황모니터링시스템 
학사관리분석시스템 

연구실적분석관리시스템 
시험성적서관리시스템 
보고서자동화시스템 

… 



제조 건설 공공 금융 유통 서비스 ICT 방송통신 



일본, 중국, 터키, 태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일본 지사 및 대리점 
- 2017년 신설 
주소 | 2F, GS Bld. 3, 5-22-13, Ueno, Taito-ku,  Tokyo-to,  
Japan 

중국 사업팀 
- 2017년 신설 



Simple! Speedy!! Smart!!! 

비아이매트릭스의 BI 솔루션은 대시보드, OLAP, 비정형분석(EUC), 시뮬레이션, 경영
계획 등의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별로 최적화된 BI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오피스 도구처럼 쉽게 쓰는 BI 도구로 현업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가 용이합니다. 다양한 컨셉의 제품을 보유하여 고객사의 데이
터 분석환경과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제품을 공급합니다.  

대분류 제품명 용도 개      요 

BI 
기본 제품 

i-MATRIX 분석 보고서 
• 데이터추출 및 정형 리포트 생성/편집/조회/분석 
• Ad-hoc / 정형 / 비정형 OLAP 분석  

i-CANVAS EIS/Dashboard • EIS, 대시보드 등 비주얼 중심의 화려한 보고서 제작 

빅데이터  
분석 

i-BIG 빅데이터 분석 • Smart B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i-VISUAL 시각화 • 데이터 분석 결과 시각화 솔루션 

고급분석 
i-STREAM 데이터마이닝 • 고급 데이터 분석 솔루션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마이닝, 통계, 시각화 등) 

G-MATRIX 자동화 모듈 • 키워드 검색을 통한 비정형분석보고서 자동생성 및 데이터 분석 솔루션 

PACKAGE 

i-SCM SCM • BI솔루션을 활용한 판매/생산/재고 계획을 통합관리하는 SCM 패키지 

i-PLANNING 경영계획 • BI솔루션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플래닝, 경영계획 패키지 

i-MEETING 회의체 • BI솔루션을 활용한 회의관련 업무 시스템을 위한 회의체 패키지 

i-MCM 보고서 자동화 • BI솔루션을 활용한 보고서 취합, 작성을 자동화, DB화하는 패키지 

기타 i-SHARE 공유 및 협업 • 협업을 위한 자원공유 솔루션 (문서중앙관리/공유 및 협업/보안) 



기본 BI 제품 

i-MATRIX 
복잡한 정형 보고서 제작에 최적화된 BI 솔루션 

i-CANVAS 
미려한 EIS / Dashboard 화면제작에 최적화된 BI 솔루션    

Big Data Analytics Advanced Analytics 

i-BIG 
Smart BI 기반 빅데이터 분석용 솔루션 

i-STREAM 
Data Scientist를 위한 통계, 마이닝 등 고급 분석 기능 제공 

i-VISUAL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시각화 솔루션 

G-MATRIX 
생각의 속도로 분석하는 비정형 보고서 자동 생성 솔루션    

※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다양한 부가 모듈을 추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제품질인증 베리테스트 인증 획득 

 GS(Good Software) 인증 1등급 획득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대통령상 수상 

 빅데이터우수상(13년), 최우수상(16년)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한국 SCM 대상 수상 

 Hi-Tech Award BI&BIG DATA부문 대상 수상 

 신SW상품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표창 

 대한민국 SW대상 상품상 부문 국무총리상 표창 

 pass Functionality Test 
 pass Platform 

Compatibility test 
 pass Usability test 

대한민국 품질인증 국제 품질인증 

 ISO국제표준 기준 
기능, 신뢰성, 효율성, 사용
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성
능, 상호운용성, 연동성 테
스트 통과 

Quality 



Simple ! 

Speedy ! 

Smart ! 

야근은 이제 그만 ~~, 복잡하고 어렵던 분석 업무가 쉽고 빨라 집니다.  

대용량 데이터도 빠르게!! 속 시원한 데이터 분석 

우리회사의 경영현황, 영업성과 분석, 경영계획 수립에 
너무나도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비하셨나요?  

MATRIX Suite 하나면 OK ! 전사 통합 BI 환경 구축 

시뮬레이션 / 계획 / 분석 / 보고의 모든 프로세스 지원 

Good Bye~~ IT 담당자! IT 부서 도움 없이 현업 담당자도 보고서를 척척!   

엑셀로 만들어진 기존 보고서도 쉽게 시스템화  



Report 



감사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33 (역삼동, 신관 17층) 세방빌딩  | www.bimatirx.co.kr | 02-561-4475 | 02-561-4479 | sales@bimatrix.co.kr 

Business Intelligence & Big Data 분석 솔루션 개발 전문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