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개요

비즈앤테크컨설팅은산업각분야별다양한서비스를바탕으로효율적이고진보적인방향을제시하고, 

현업최고의기술진으로최적화된환경을구축하는통합 IT 서비스기업입니다. 

성공적인비즈니스를위하여끊임없는연구와노력으로오늘보다내일을향합니다.

OVERVIEW HISTORY

 회사명

 설립일

 대표이사

 자본금

 매출

 산업분야

 위치

(주)비즈앤테크컨설팅

2007년 12월 14일

배무건

2억원

260억원(2022년)

GW,인사,재무, 웹전표 솔루션 / ERP구축(SAP) /
인력 소싱, 문서관리(OPENTEXT), RPA(SYMATION)
및 SAP 자동화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차 2동 1902-1호)

2022. 03

2021. 10

2021. 01

2020. 02

2019. 08

2019. 01

2017. 05

2016. 01

2015. 04

2011. 05

2007. 12

배무건 대표이사 취임

부방 · 테크로스 업무자동화(RPA) 구축

“Biz-N” 솔루션 출시 (인사, 웹전표)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서비스, SAP S/4 HANA GW 및웹전표구축

삼성전자 N-ERP 지원, OPENTEXT 자동화 솔루션(BC, DP) 공급

LG CNS iKEP솔루션 사업 협약

㈜쓰리윈이알피 인수

부방그룹 SAP S/4 HANA 차세대 시스템 구축

㈜부방 지주회사 편입

OPENTEXT Partner 등록

LGCNS 특화 Partner 선정

비즈앤테크컨설팅 법인 설립



비전 및 미션

건실하고 안정적인 기업

매출 성장목표 달성 솔루션 사업 강화 고객 약속 우선

미래혁신기술 기업

최신 기술 확보 최고 전문인력 확보/육성 R&D 및 프로세스 혁신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

일하는 방식의 변화 업계 최고 직원 대우 소통과 협력의 조직문화

미래기술과혁신적서비스로
고객의 성공과 스마트한 세상을만드는기업
Realize the Smart Future!

성장 500! 도전 Top3 Solution! Proud 비즈앤테크!



매출 및 신용

2014년이후, 지속적인매출성장을통하여안정적재무구조와현금흐름을유지하고있으며

대외신용평가에서도재무적인안정과신뢰를인정받아,고객사로부터우수한평가를받고있습니다.

재무현황 신용등급



SAP ERP, OPENTEXT ECM*, OPENTEXT 프로세스 자동화 관련 컨설팅/구축 사업과 자체 보유 WEB 솔루션 관련

공급/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IT 관련 컨설팅/개발 인력에 대한 대규모 인력 POOL을 통하여 고객 IT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IT전문가 인력공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경쟁력

ITO사업 (SM)영역

Biz-N 솔루션 공급

그룹웨어(Biz-GW), 인사(Biz-

HR), 웹전표(Biz-Acconting)

SAP/

OPENTEXT

아카이빙

OPENTEXT

자동화솔루션

컨설팅/구축

OPENTEXT

xECM 구축

다큐멘텀 구축

인사관리

솔루션

무전표

솔루션

선행관리

솔루션

모바일

솔루션

(근태/AS)

콜센터/AS

시스템운영

렌탈관리

솔루션

제품개발

솔루션

인력공급(SAP/WEB)

솔루션사업 (SI) 영역

SAP
컨설턴트 및
ABAP개발자

공급

SAP

컨설팅 및

구축/운영

ECM* : Enterprise Content Management (전사적 컨텐트 관리)



사업영역 – SAP ERP

비즈앤테크컨설팅은 SAP ERP(S/4 HANA) 기반의 컨설팅 및 구축서비스를 제공하며

확장형 ERP 서비스(e-Business Consulting, Business Intelligence, SCM, CRM, SRM 등) 영역까지

고객 비즈니스 Insight 기반으로 계획, 구축, 변화관리 전반 I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2B (e-Procurement, e-Selling) 구축서비스

 SCM / CRM 구축 서비스

 Business Intelligence

 BPR / ISP 전략 컨설팅

 SAP R / 3 based Finance Solution 컨설팅

 SAP R / 3 based Logistics Solution 컨설팅

 SAP HR consulting

 Workflow / Groupware Integration 서비스

 다양한 기업 application

 SAP Integration 서비스

 ERP Application Outsourcing

 ERP Application Maintenance Outsourcing



사업영역 – SAP ERP

비즈앤테크컨설팅은SAP INFRA (SAP Basis, Data Archiving, Document Archiving) 및System Architecture, Database Management 

에대한전반적인설계및구축을위한고객지향적인 SAP INFRA 컨설팅을제공합니다.

SAP HANA Database Management

Client
Dependent  

Repository

Client
Independent

SAP Basis

OS, N/W, Database…

SAP 
Module

(FI/CO/MM/
PP/SD…)

SAP HANA 

SAP Archiving of Data & Documents



사업영역 – SAP ERP

전자, 중공업, 유통, 제조, 화학, 통신, 공공기관, 금융, 서비스등

각사업분야별전문컨설턴트및다수의구축경험과기술력을바탕으로

최적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PROJECT

화학
중국남경 자동차전지법인 SAP Roll Out 프로젝트

환경
SAP ERP(S/4 HANA) 서비스 구축

서비스
양수도 관리 시스템 구축

금융
신정보계 방향성 및 경영정보관리체계 정비

전자
쿠첸 차세대 시스템(SAP S/4 HANA) 구축

패션/유통
부방그룹 IT운영(SAP)

제조
코웨이 SD/CS 구축 및 운영

공공
한국전력기술 IKOER(SAP)시스템 운영

패션/유통
SAP ERP FCM/SCM/BI 운영

통신
SAP ERP 운영

물류
(주)엘엑스판토스_물류Single플랫폼 구축_설계,개발



사업영역 – OPENTEXT ECM

전사문서관리(Enterprise Content Management) 솔루션글로벌 1위업체인

OPENTEXT와의파트너쉽을통해국내 ECM 시장을선도하고있습니다. 

OpenText xECM Platform은비즈니스상황에맞는컨텐트를SAP 프로세스에제공하는

디지털컨텐트플랫폼입니다.

섬유/화학
전사 문서관리시스템 구축 (2016)

공공
ERP 문서관리시스템구축 (2017)

서비스
문서중앙집중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15)

금융
문서관리시스템 구축 (2017)

PROJECT

자동차
미국소송문서관리시스템 구축 (2017)

제조
N-ERP 자동화 솔루션 공급 및 구축 (2019)
G-SRM 아카이빙 체계 구축 (2018)

서비스
법무관리 문서관리시스템 구축 (2018)

THE FORRESTER WAVE - ECM Content Platforms, Q3 2019



사업영역 – OPENTEXT ECM

1. SAP & Web 문서 통합관리 기능 : xECM Platform 2. 주요 자료관리 기능

 SAP 문서를 xECM Repository에 등록하고, Legacy(Web)
업무 시스템에서 조회 및 활용이 가능토록 기능 제공

 Legacy(Web) 업무시스템 문서를 xECM Repository에
등록하고, SAP로 조회 및 활용이 가능토록 기능 제공

 종이문서를바코드인식을통해스캔하여등록/보관/조회하는기능

 SAP와 Legacy(Web) 원본 문서를 Real-time Dynamic
연계로 전세계 유일한 솔루션 기능 제공

 대외감사보고서를법적처리절차에따라등록/보관/조회하는기능

 Plant / 시성관련 2D Drawing 등록 / 버전관리 기능

 법무 계약문서 및 대외 소송관련 자료를 업무 프로세스 기반
으로 등록/보관 조회하는 기능

 메일내용및첨부파일을보관조건설정을통해별도보관/조회하는기능

 ERP내 아카이빙 문서를 별도 보관 조회하는 기능

스캔 이미지 솔루션

감사문서관리 솔루션

도면관리 솔루션

메일 백업/보관 솔루션

ERP 아카이빙 솔루션

법무 및 소송관리 솔루션



사업영역 – OPENTEXT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SAP 컨설팅역량과OpenText구축역량의결합을통해, 

SAP 비즈니스프로세스자동화서비스를제공하며, 

업무생산성향상및업무자동화를실현합니다.

Create Object

• Automated 
Business Object 
Creation

• Input from SAP 
and legacy system

• Multi channel

• Embedded in 

SAP UI & Fiori

• GUI based 
development

• Rule based 
personalization

• Various format
• Document 

consolidation
• Business Content 

Authoring

• Data 

transformation

• Scripting

Capture

• Machine Learning

• CSA (Continuous 

Self Adaption)

Process

• Normalization

• Data Validation

인바운드 프로세스 자동화
(Business Center)

아웃바운드 프로세스 자동화
(Document Presentment)

CollectConnect Design DeliverProduct

N-ERP 자동화 솔루션 공급 및 구축 (2019)
PROJECT



사업영역 – OPENTEXT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1. 캡처 프로세스 자동화
(Information Extraction Service)

 특허 받은 머신 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문서를 학습 및 인식하고,

인식된 정보를 분석 후 분류 및 색인

하는 캡처 프로세스를 자동화

 모든 캡처 업무에 적용 가능한 고속, 

고품질, 저비용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하여 인력을 감

축할 수 있으며 운영 비용을 절감

 프로세스 자동화 관련 관리 및 설정

업무가 간편하고 조기에 ROI를 달성

 주문서, 견적서, 인보이스 등의 입력 문서로

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 후 유관 SAP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SAP 프로세

스를 자동화

 휴먼 에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프로세스

사이클을 단축

 프로세스 속도를 향상시키고 업무 품질을

개선

 프로세스 자동화에 의해 유관 인력을 최대

50% 까지 절감

2. 디지털 컨텐트 프로세스 자동화
(Business Center)

3. 다큐먼트 프로세스 자동화
(Document Presentment)

 SAP 및 레거시 시스템의 데이터를 입력

받아 개인화된 다큐먼트를 생성하고,

 고객, 파트너, 공급자에게 멀티 채널로

배포하는 다큐먼트 프로세스를 자동화

 마케팅 캠페인 컨텐트, 고객 서비스 관련

문서, 견적서 등의 다큐먼트를 실시간으로

생성, 편집, 승인

 이메일, PDF, MS 워드, HTML, SMS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다큐먼트를 생성

 다큐먼트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

고 관련 비용을 절감



사업영역 – IT Outsourcing

비즈앤테크컨설팅은 IT시스템기획부터개발, 운영, 유지보수에이르는기업에필요한

IT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고객의업무효율화와비즈니스경쟁력강화에기여할수있도록

고객맞춤형 IT Outsourcing 서비스를제공합니다.

기대효과
렌탈관리 솔루션 (biz-RPMS)

제품개발 솔루션 (biz-PDM)

선행관리 솔루션 (biz-RM)

인사관리 솔루션 (biz-HR)

무전표 솔루션 (biz-Account)

모바일 솔루션 (근태 및 A/S)

ITO
사업영역

 정보화운영비용절감

 정보화투자비용절감

 정보서비스품질향상

 비즈니스가치제고

Web Solution

정보화
개발

정보화
기획

정보화
지원

정보화
운영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스템운영,

유지보수

IT계획,

전략수립

PC,HW,SW,

NW 보안



사업영역 – Web Solution

SWP Platform

멀티테넌시 아키텍처가 필요한 개발 및 운영에
최신 기반 기술과 완성도 높은 업무포탈, 그룹
웨어, 회계, 인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발 Platform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기능

 전자결재

 메일

 메신저

 게시판 / 일정

 인사 / 회계

 서비스 관리/운영

...
업무 포탈 인사 회계

SWP Platform

 서비스 관리

 정책 관리

 프로비저닝

 법인 및 사용자 관리

 조직 및 권한 관리

 역할 관리

 SSO

 공통 API

 정보 동기화

그룹웨어

...

A 법인

B 법인법인/사용자/역할 관리서비스 관리 인증/통합

BizN-Groupware

LG CNS의 iKEP기반의 그룹웨어 솔루션으로, 비
즈앤테크컨설팅 및 LG CNS의 Know-how와
Best Practice가 결합된 스마트 솔루션입니다. 

기능

• 전자결재

• 메일

• 계약서 관리

• 메신저

• 게시판 / 일정

• 통합서비스 관리

• 모바일

• 협업

• 문서함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Any Where, Any Device Mobile 서비스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사용자 중심의 UX

다양한 업무 지원 기능 및 Option 기능

특장점



사업영역 – Web Solution

특징

• All-in-One 인사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구현

• 기업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환경설정 기능 제공 및

인사 사항의 체계적 관리

• 간편한 출퇴근 등록만으로 복잡한 근태관리 완벽 대응

특징

• 복잡한 ERP 입력 화면 대신 간소화된 전표입력 제공

• 리더 및 재경담당자들을 위한 실시간 경비 현황 조회

• 예산에 따른 편리한 경비 통제

• 투명하고 간편한 결재 적용

연계

BizN-HR

인사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전 업무의
시스템화를 통해 인사담당자, 사용자 및 의사
결정권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공해드립니다. 

BizN-Accounting

기업 운영 상 발생되는 경비 처리 및 관련된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세법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투명한 비용통제 지원



기타 솔루션 Web SI

기업이필요로하는정보시스템에관한기획에서부터개발과구축, 나아가

운영까지의모든서비스를제공하는WEB SI 사업수행

사업영역 – Web

RPA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혁신하기 위한 AI기반의
업무자동화 솔루션으로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
리하는 단순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으
로 처리하는 솔루션

특징

• 자동화를 위한 업무설계, 스케줄링/모니터링/통제, 실행 기능 제공

• 쉽고 빠른 프로세스 자동화, 우수한 운영 안정성, 플랫폼 기반 AI 연계 확장성

분석/설계 개발 운영

주요사업

 S&I 레저골프장운영시스템

 서브원채용시스템

 깨끗한나라계약관리시스템

 딜로이트연말정산/원천세

 렌탈관리 솔루션 (biz-RPMS)

안정적인 렌탈 사업을 위한 IT운영 체계 제공

 제품개발 솔루션 (biz-PDM)

표준 제품개발에 프로세스에 기반한 납기, 투입자원 및

산출물에 대한 관리체계 제공

 서비스관리 솔루션 (biz-Contact center)

AS접수/처리와 재고관리 및 정산에 대한 관리체제 제공 고객 시스템 통합 사업 확대



파트너십

비즈앤테크컨설팅은뛰어난기술력과전문성을인정받아

SAP와OPENTEXT와파트너를맺고있으며,

경쟁력있는 IT기업과사업적협력관계를구축하여

함께성장하고있습니다.

PARTNER



고객사

150회이상 ERP구축컨설팅및개발프로젝트수행!

현재 50여개 SAP & OPENTEXT 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으며, 100개의고객사를확보하고있습니다.

 제조 · 화학 · 건설

 서비스 · 판매 · 유통

 IT · 정보통신

 미디어 · 광고

전기/전자

중공업

화학/에너지

자동차

건설/설비

제조

서비스

패션/유통

무역/상사

교육/공공기관

IT

통신

영화/배급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LG전자, SONY코리아, LS전선, LG엔시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LED

효성(중공업부문), Volvo Korea, 두산 인프라코어, 삼성엔지니어링, DSME, 현대중공업

LG화학, LG하우시스, 효성(섬유화학부문), 제일모직(화학부문), 한화케미칼, 호남석유화학

현대자동차, BMW Korea, 현대모비스

GS건설, 대림산업, 한화L&C, 볼보기계건설,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 한양건설

깨끗한나라, 무림페이퍼, 경동나비엔,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대우조선해양, 삼천리, 태광, 쿠첸

노틸러스효성,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법무법인세종, 아시아나IDT, 삼성화재, LG서브원, 알리안츠생명

LF, 이랜드, 제일모직, 필라코리아, GS홈쇼핑, 롯데홈쇼핑, 아이마켓코리아, 신라호텔(면세), 한화갤러리아, 롯데면세점

삼성물산, LG상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 남부발전, 단국대학교

삼성SDS, LGCNS, SK주식회사 C&C, 롯데정보통신, 현대오토에버, 한화시스템, KTDS

LG유플러스, KT

CGV, 알리안츠생명, 신영자산운영, KSF



About BIZNTECH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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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대표이사

경영관리팀

Web사업그룹 ITO사업그룹

SWP사업팀

Web사업팀

IT운영1팀

IT운영2팀

컨설팅사업본부 전략사업본부

SAP사업그룹

리소스사업팀

전략기술팀

EIM사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