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테크 파트너스는
 보다 나은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의 성공적인 미래를  함께하는  동반자

비즈테크 파트너스는 Digital Core Value인 ERP, Smart Factory를 비롯한 스마트 솔루션 , 인사 / 경영지원 아웃소싱 서비스 등 기업경영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LG Family사로 LG CNS의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전문 자회사

▶ 다양한 Industry 대상 ERP, BI, BPO, 솔루션 전문 서비스 제공

▶ 구축 시스템의 전체 Life-cycle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 보유

▶ 기업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다양한 Reference 보유

전사 기간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고객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여 비용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드립니다.

ERP

Smart Solution BPO

사업 영역

· SI/SM/ITO 프로젝트 수행

· 솔루션 개발/공급

· LG그룹 S/W License 공급 

· BPO 서비스



기업의 핵심 역량을 담고 있는 ERP 시스템 구축, 운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Global No.1 솔루션인 SAP를 활용하여 다양한 Business 환경 및 전략에 부합되는 기업경영환경을 제공합니다.

Digital  Core Value기반 ERP 전문 컨설팅

ERP

◎ 주요 사업 영역

▶ S/4 HANA기반 On Premise 와 Cloud 환경의  ERP 구축 및 전환 컨설팅

▶ 솔루션 : S/4 EXprism(구축), EXprism2S4(컨버전), S/4 EXprism on Cloud

▶ ERP Add-on 및 3rd-Party 솔루션을 통한 Business 개선 및 확장

▶ 솔루션 : 연말정산간소화, 퇴직자분리솔루션, UAS(무전표간소화),
                    WBP(웹기반구매), RMS(시스템성능진단), Value*KPI(운영진단)

▶ 산업별 Line of Biz(Lob) 업무 특화 솔루션으로  Intelligent 환경 구성

▶ 솔루션 : SAP Concur, SAP Hybris, SAP Leonardo

Core ERP

Functional Operation

Intelligent Solution

Extended Solution

▶ Biz환경 및 조직변화에 대한 시스템 구축 진단, 그리고 ERP시스템 운영

▶ 법인/플랜트 합병, 분리, 지주전환 Reference

▶ ERP System Maintenance Reference(외 70여 고객)



다양한 산업에서 ICBMA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시스템 및 솔루션에 대한  컨설팅, 구축 및 운영까지 Total I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Digital Transformation 주도

Smart Solution

◎ 주요 사업 영역

▶ 공장 설계 부터 설비 및 솔루션 공급, 안정적인 공장운영까지 
     Total 서비스 제공 및 프로젝트 관리

▶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ECS(Equipment Control System), 
     UMS(Utility Management System)

▶ 자동화된 모델링 기반 Platform, Cloud 기반 개발 환경을 통한 높은 확장성, 
     재사용성 및 생산성 향상

▶ LG CNS EAP(LG CN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MDD(Model-Driven Development), COSE(Cloud Offers Server Environment)

▶ 언제 어디서나 업무 프로세스, 정보, 사람을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통합 업무 환경을 제공 

▶ iKEP (그룹웨어), 모바일,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Chatbot/VPA(Virtual Personal Assistant) 

▶ 전사적 차원의 정보분석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현

▶ 시스템 컨설팅 및 SI / SM, DW, BI 진단, OLAP, EIS, Dashboard

Smart Factory

시스템 통합 / Analytics

Collaboration

Application Platform



◎ 주요 사업 영역

◎ 주요 고객사

Payroll & Benefits 채용 & 교육 행정

Career Care Service경영지원 & 회계정산

- 연말정산 Chatbot 구축

-  RPA (Robot Process Automation ) 구축

- ISO 27001(정보보호관리 시스템) 

- ISO 29100(개인정보보호) 

HR/경영지원 아웃소싱,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다.

BPO

국내 최초 “인사서비스센터” 구축

16년간 대기업 급여서비스를 통한 노하우 축적

신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혁신 기술 보유

13만명의 고객 임직원 서비스 제공

각 서비스 분야의 업무 전문가 다수 보유

개인정보보호 국제 공인인증 취득

급여/근태/ 퇴직금 서비스

사회보험 관리

연말정산 서비스

회사 복리후생 운영 / 지원

국내 채용 지원

외국인 Relocation서비스

교육운영 컨설팅

사내교육 위탁 관리 운영

총무/구매행정,자산물동관리

자산관리, 사내PC리스운영

회계 정산(수수료) 업무 대행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지원

생애 설계 교육서비스

행복한 동행 학교

생애 경력 컨설팅

생애 상담 데스크

◎ 고객사의 서비스 도입 효과

HR 전략/제도 기획  핵심 업무 수행 강화를 통한 새로운 HR부가가치 창출

인사서비스 지표 관리 (Input cost, Coverage,  만족도 등) 용이

-  업무 담당자 퇴직, 휴직, 이동시  발생되는 업무 Quality, 역량 저하 방지

전략적 HR업무 집중

업무 안정성 증대

업무 품질 향상
다양한 HR Contents 활용(제도 및 규정, 문의 응대 등)

HR 인력 운영 인건비 절감

축적된 서비스 역량 활용을 통한 안정적 HR 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