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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Digital Transformation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데이터분석 영역은 제조 및 운영 

영역에서 고객접점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Business Intelligence 기술도 

데이터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던 분석 툴에서,  

A.I 기술 기반으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형 분석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B.I 기술의 진화에 따른 데이터 

분석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기업은 도입 비용, 고객 업무 

맞춤형 분석 서비스,  

분석결과 관리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즈니스 가치 증대와 

안정적 서비스 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통합적인 데이터 

분석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삼성SDS Brightics Cloud는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분석모델링,시각화에 
이르는 올인원(All-in-One) 분석환경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기업형 셀프서비스 분석플랫폼입니다. 

변화하는 기업 환경, 
여러분의 기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능형 분석플랫폼 기반  
기업데이터 분석서비스

삼성SDS 전문 분석가 그룹이 
데이터진단 컨설팅은 물론 플랫폼 기반 
분석모델링과 정기 모델점검 및 튜닝 등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 
기업 데이터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분석 컨설팅 AI기반 모델링 클라우드 환경

풍부한 경험기반 업종전문 

분석가 그룹이 고객 비즈니스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AI와 머신러닝에 기반한 

강력한 데이터 분석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분석 모델링이 손쉽게 

가능합니다. 

인프라 구축이 필요없는 

클라우드 기반 분석플랫폼 

제공으로, 빠른 분석서비스 

도입이 가능합니다.



셀프서비스 분석

클라우드기반 웹환경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신규모델개발, 모델 커스터 

마이징, 리포트 작성 및 공유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절차 프로세스 뷰

데이터로딩부터 분석결과까지, 분석과정을 

한 화면에서 탐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석모델링

함수팔레트의 빌트인 분석함수 활용을 

통해, 드래그&드랍 방식의 분석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리포트 편집 및 배포 

간편한 리포트 편집기능과 분석 리포트  

공유 및 배포가 가능하며 (웹/모바일), 

스케줄링에 의한 리포트 자동 생성 및  

주기적 배포 기능도 지원합니다. 

빅데이터 시각화

최대 1억건(Data Row) 데이터에 대한 시각 

차트화 기능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준비 및 탐색 

RDB, HDFS 같은 다양한 속성의 

데이터 준비 및 탐색, 데이터 클린징,  

샘플링 등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모델 평가  

모델 시뮬레이션 기능 및 분석 모델 비교/

평가를 통해 적합한 모델 선정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3rd Party 솔루션 호환성 

다양한 통계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한 고급 

분석을 지원하고, 외부 솔루션 연계를 통해  

분석 기능 확대가 가능합니다.

빌드인 함수 팔레트

일반 통계함수외에도 자동추천, 실시간 

데이터처리, 처방 및 딥러닝 함수 등 130종 

빌트인 함수를 제공합니다.

시각화 차트 지원

총 30종의 시각화 차트를 지원하여, 

데이터 속성파악이 용이합니다.

강력한 분석 모델링과 
리포트 생성 기능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높은 호환성 

직관적인
통합 분석 환경

Key Functions



다양한 분석 기능을 통한 
데이터 분석 역량 증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비즈니스 민첩성 향상

인프라 유연성으로 
탄력적 운영 가능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속히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적시에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기준의 시각화 
및 결과 제공으로, 현업 담당자의 
데이터 통찰력이 강화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분석 결과가 적용됩니다.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되는 분석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인프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집계형 · 예측형 분석을 넘어
지능형 · 처방형 분석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



 마케팅 차별화를 위한                                    
고객 세그먼트 모델링

구매패턴, 인구통계 등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한 고객세분화를 

통해, 서비스 차별화, 타겟 마케팅으로 마케팅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시장반응 탐색을 위한     
소셜 분석 모델링 

실시간 SNS 이슈분석을 통해, 신제품 또는 브랜드의 

시장 반응, 확산 추이 탐색을 통해 비즈니스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판매량 극대화를 위한                          
수요 예측 모델링

판매실적, 상품 라이프사이클, 프로모션 같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매량같은 주요 매출지표의 예측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Unleash                     
the potentials of  
Brightics Cloud

Use Ca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