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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회사소개

대표자 이화식일반현황

사업분야

주소

대표전화

회사설립연도

소속협회

㈜엔코아

데이터컨설팅/데이터솔루션/서비스/교육/도서출판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46길42 엔코아타워

02.754.7301

1997년11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한국상용SW협회

사원수 150명

그룹사 메타넷

일반현황 주요연혁

2019 국내최대독립 IT 서비스기업 –메타넷그룹계열편입

2018 아마존 AWS 레지스터드 파트너쉽 체결

2017 데이터 과학자 HRD센터 설립

2017 이화식 대표이사 ‘정보통신의날’ 대통령 표창 수상

Provide All-in-One Data Business Platform

조직도

이화식대표

CEO

김태형전무

경영총괄

김동훈부사장

기술총괄

경영지원팀마케팅팀

사외이사명재호부사장

사업총괄

전략사업데이터 HRD데이터컨설팅영업본부

엔코아는 데이터 컨설팅부터 솔루션 기반 시스템 구축, 데이터 분석 및 가공, 전문 교육 제공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데이터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Total Data Service Provider”로서 500여 개사 약 800여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데이터전문컨설팅 기업

주요사업

데이터
전문
컨설팅
서비스

01 02 03 04 05

데이터
End-to-
End 
솔루션

빅데이터
분석,활용, 
가공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EN-CORE Data 
framework



AP#회사소개

㈜엔코아는 기업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하나의 플랫폼으로
데이터 품질 극대화를 위한 데이터 통합 관리 솔루션
DATAWARE™를 제공합니다.
DATAWARE™는 기업 데이터의 분석, 설계, 운용, 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업 전반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으로 데이터 모델링, 메타, 품질,흐름, 영향분석, 
데이터이행, 운영 관리 등으로 구성되며 국제 웹 표준을
준수하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호환을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n-Premises 환경이나 Cloud 환경에 최적으로 서비스
모듈이 구성이 되어 OS 및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모든 솔루션은 플러그인 형태로
별도의 장착이 가능하며 하나의 통합 웹 기반의 관리 포털
형태로 제공되어 운영관리의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End-to-End 솔루션

데이터 모델링 도구

메타 데이터 관리 솔루션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AP 영향도 분석 솔루션

클라우드 보안/마이그레이션

오픈소스 DB 이관 솔루션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이행 솔루션

데이터 포털 솔루션

데이터 흐름 관리 솔루션

데이터 운영관리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_DATAWARE™
Provide All-in-One Data Busines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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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AP#제안 배경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복잡성 증가

미완의 기술습득 및
생산성 저하

유지보수 비용 증가

• 다양한 개발언어와 개발방법으로 인한 시스템 및 업무의 복잡성 증가

• 숙련된 개발자의 경험에 지나치에 의존하고, 비효율적인 Eye-Check 코드분석을 통한

어플리케이션의 관리로 유지보수 비용과 위험적 장애요소의 증가

• 잦은 기술인력의 변동 및 기술지식에 대한 미완적인 습득으로 개발자별 편차 발생

• 변경 프로그램으로 산출물 현행화 어려움

• 개발 및 테스트 시간 부족

• 프로그램 난이도 및 미사용 소스에 대한 식별 어려움

효과적인 개발 프로세스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 필요

✓ 통합 영향도 분석 및 변경관리를 통한 장애 예방, 품질 향상,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S/W를 도입하여 효과적인 개발 프로세스가 기반이 되는 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AP#제안 배경

어플리케이션 영향도 분석 솔루션 구축 필요성

시스템 변경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도 분석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영향 범위 사전 인지 및 장애 발생 요인을 최소화 하고, IT운영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 극대화

통합 영향도
분석/변경 관리

어플리케이션
자원관리

품질관리 및
측정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

어플리케이션 분석

데이터베이스 분석

변경이력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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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개요



AP#솔루션 개요

데이터 거버넌스, 어플리케이션 영향도 분석 시스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카탈로그 정보와 다양한 언어의 애플리케이션 소스를 단일/통합 Repository에 자동으로
수집하고 파싱하여 이들 간의 정확한 구조 및 연관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이는 소스 및 데이터베이스
변경에 따른 위험 예방, AS-IS 분석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향상 등 애플리케이션의 변경 및 품질 관리와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거버넌스 솔루션입니다.

“최고의 분석 엔진 성능과 안정성, 
메타정보 활용 및 확장이 용이한 제품으로 관련 업계 1위“

• 데이터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자동 분석을 통해
시각적인 구조/연관 분석 정보를 제공



AP#솔루션 개요

제품 활용 분야

프로젝트 초기 프로젝트 진행 중 프로젝트 말 프로젝트 종료 후

현행 대상 시스템 분석 최종 산출물 현행화 유지보수

• 호출 관계도

• 패키지/클래스/함수 목록

• 미사용 프로그램 목록

• 미사용 함수 목록

• 미사용 테이블 목록

• CRUD 매트릭스

• 프로그램 목록 및 명세서

• 테이블/컬럼 참조 보고서 등

• 업무 파악

• 영향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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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구성



AP#

형상관리시스템

솔루션 구성

저장소
DB #

Parser

DB #

xml
jsp

소스파일

단위업무

소스 적재
(최초 수집 +

변경 분 수집/분석)

DB 및 모델 정보 추출/적재
(변경관리)

파일 시스템

Analyzer

Contents Analyzer

소스코드 파싱

DB 파싱

모델 파싱

소스코드 분석

DB / 모델 분석

사용자

개발자

품질관리자

시스템 구성도 및 사양

DATAWARE™ AP#은 Collector, Analyzer,  Repository, Client 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WEB UI를 통해 보다 높은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공

제품 구성 설명

Collector
• 모델, 데이터베이스 정보, 소스 파일 수집 및 추출 모듈
• 메타 데이터 수집 배치 작업을 위한 스케줄러 엔진

Analyzer
• 수집된 소스와 DB 정보, 모델 정보를 파싱한 분석 정보 및

연관 정보 분석

Repository • 메타 분석 정보 및 관리 대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 역할

Client • 분석에 따른 결과 조회 및 리포트 자동 생성 기능을 제공

구분 제안규격

H/W
CPU/Memory 4Core 이상 / 8Gb 이상

HDD Portal 500Mb 이상, Repository 100 Gb 이상

S/W

OS OS Independent, HTML5 이상 지원 브라우저

WAS Tomcat 7.0, Weblogic 10 이상,  Jeus 지원

JRE JRE1.7 이상

RDBMS Oracle 11g R2 이상, Tibero 6.0 이상, PostgreSQL Client 10 이상

Collector

모델/DB 정보

OS

WASRDBMS

DATAWARETM AP#

연관정보 제공
산출물 제공

연계 Client

※ MOCA (Meta Object Collect & Analyzer)

Repository

Agent

MOCA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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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특장점



AP#솔루션 특장점

일반 시스템 구성

vs
모델 저장소 표준 저장소

“이질적 벤더 간의 저장소 분리로 데이터 중복 관리 / 
호환성 부족 / 실시간성 정보 교환 미흡 / 관리 포인트
증대”

전사적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반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Modeling 

Case Tool과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영향도 분석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이질적 벤더사로 독립적인 Repository로

구성되어 있음. 

제안사는 국내 순수기술로 자체 Modeling Case Tool과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영향도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였으며 단일/통합 Repository로 구성되어 있음.

통합 메타 저장소

모델
정보

저장소 분리 단일/통합 Repository

“단일/통합 Repository 기반으로 솔루션간 데이터 중첩
최소화 / 유지보수 접점 단일화 / 실시간성 정보교환”

표준
정보

제안사 시스템 구성

영향분석
정보

영향도
저장소



AP#솔루션 특장점

메타 데이터 영향도 VISUALIZATION

모델 정보 확인 DB 구조 및 객체 확인 어플리케이션 흐름 확인

어플리케이션 소스 확인

표준용어

DATAWARE™ AP#은 자사 모델링 도구 및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의 단일/통합 Repository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데이터 표준으로부터 데이터 모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활용, 어플리케이션 소스까지 전체 메타 데이터의 변경 영향도 정보를 시각적인 형태로 제공하여 통합 관리∙운영 시 장애 예방과 장애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

표준용어 사용 모델 모델적용 DB 구조 컬럼 SQL 정의 파일

SQL 사용함수 호출함수



AP#솔루션 특장점

기능 DATAWARE™ AP# C 제품 A 제품

시장점유율 ▪ 중간 ▪ 높음 ▪ 낮음

타사 제품 대비 장점

▪ 분석엔진 성능 및 안정성
▪ 확장 및 연계 용이성
▪ 사용편의성

▪ UI(디자인)강점 ▪ 상세분석 및 다양한 언어지원 강점

성능
분석 소요시간(10만본 소스기준) ▪ 1시간 ▪ 7시간 ▪ 2시간

분석결과 조회 소요시간 ▪ 평균 2~3초 내외 ▪ 평균 10초 내외 ▪ 평균 10초 내외

안정성 (자동 스케줄 및 장애 시 복구) ▪ 우수 ▪ 보통 ▪ 보통

클라이언트 환경 ▪ 국제 웹 표준 지원 ▪ C/S 환경으로만 제약 ▪ 사용성 복잡

기술지원 ▪ 우수(최적화 및 유지보수) ▪ 보통 ▪ 미흡(최적화 X)

유연성 (시스템 연계)

▪ 우수(개발환경(IDE) 및 다양한
형상관리, 표준, 모델, 품질시스템
연계경험)

▪ 보통(자사제품 연계 : 올인원 솔루션 ) ▪ 미흡(외산)

라이선스 정책 ▪ 서버 1식 + 분석대상 언어 ▪ 상황 별 정책 변동 ▪ 분석 추출 object 수

타사 제품 간 비교표

제안사는 풍부한 구축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보유 및 높은 수준의 제품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품개발에 직접 참여한

전문개발인력을 통한 탁월한 문제해결능력과 유연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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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education, solutions, and technology information based on data ranging from planning the corporation IT systems to analyzing, designing,
developing, transitioning, managing, performing governance, and data servicing.

솔루션 주요기능



AP#솔루션 주요기능

개발 환경 및 지원 언어

언어

ASP / ASP.NET  / C / Pro*C /  C++ / C# /  COBOL /  DELPHI 
/ SQL /  Flex / JAVA / JSP /  PL/SQL /  PowerBuilder /  Visual 
Basic /  Dynamic SQL / Visual  Basic Script 등

프레임워크

Miplatform, Nexacro, Proframe,Proobject, NEXCORE, 
BANCS, SpringFramework, WebSquare, Xplatform, Struts, 
IBATIS, MYBATIS,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등

DB 종류

Oracle, Microsoft SQL Server, MySQL, PostgreSQL, 
Greenplum, Tibero, Altibase 등 ANSI SQL을 사용하는 모든
RDBMS

형상관리

SVN (Subversion), Git, softManager, CVS(Concurrent 
Versions System), Harvest, VSS (Microsoft Visual 
SourceSafe), EDCM, Aurora, Endeavor, FRISM, Dimension, 
Change Flow 등

DB 오브젝트
Table, View, Index, Synonym, DB Link, Sequence, Type,
Trigger, Stored Procedure, Application 등

프로그램 구조 분석 프로그램 연관 분석

자원통계 및 연관통계 타 시스템과의 연계 정보

Class / Method / 구조체 / 
변수 / SQL 등

자원/개발
언어

사용 통계
변경 정보

형상관리 및
파일 시스템

연계

메타 정보
연계 및 API 

제공

소스코드 연관 분석

CRUD 
매트릭스

호출/피호출
관계

소스코드 기본 정보 분석

Class, 소스사용SQL, 
include/import Diagram

DATAWARE™ AP#은 다양한 언어의 어플리케이션 소스와 형상관리시스템, 프레임워크 등의 메타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수집 및 파싱하여 프로그램의

구조정보와 상호 연관정보를 시각화하고 체계화하여 보여주므로 신속한 어플리케이션의 이해와 상호 연관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

영향도 및
연관정보 분석



AP#솔루션 주요기능

영향 / 연관 조회

✓ 필터링 기능을 통하여 불필요한 연관관계(오픈 소스/공통 모듈 등) 표시 제한 가능

✓ 어플리케이션 소스 간의 사용/참조관계와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와의 사용/참조관계를 다이어그램을 통해 시각화하여 보여줌

✓ 소스 변경 시 명확한 데이터 영향도 식별과 테스트 케이스 확인용

소스 연관성의 복잡도 제거

• 오브젝트별 필터링 대상 추가

• 테이블

• 화면

• 호출/피호출 소스 네비게이션



AP#

컬럼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호출 추출

솔루션 주요기능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분석

✓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호출 관계 분석 정보를 제공

테이블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호출 추출

• 테이블 기준 • 컬럼에서부터 연관 프로그램 영향도 분석

• 테이블의 컬럼(속성) 정보 • 소스 정보 • 조회된 다이어그램에서 노드 하나를 선택하면 하단 소스 뷰어에

호출/피호출 소스가 조회됨(색깔로 표시)



AP#솔루션 주요기능

프로그램 구조 분석

✓ 프로그램 소스 코드 파일 간의 ‘Include/Import’ 관계 및 선택한 프로그램의 클래스 간의 상속 관계를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지원

include/import클래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정보



AP#솔루션 주요기능

CRUD 매트릭스 자동 생성

✓ 프로그램-DB 객체 간의 CRUD (Create, Retrieve, Update, Delete) 관계를 매트릭스 형태로 제공

✓ 조회된 정보는 보고서로 출력하여 산출물로 활용

CRUD Matrix 종류1

• 업무 vs 테이블

• 업무 vs 테이블/컬럼

• 테이블 vs 프로그램

• 프로그램 vs 테이블/컬럼

CRUD Matrix 기능2

• 정적 ∙ 동적 SQL 자동 추출 및 분석

• 라인 정보

프로그램 소스

• 테이블 정보



AP#솔루션 주요기능

자원검색 분석

✓ 프로그램 또는 테이블 수준에서 어떤 자원을 사용하고 어떤 문자열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

자원 검색 종류1

• 소스 객체 검색

• 소스 사용 SQL 검색

• 연관 (Depth 별) 검색

• 문자열/주석 검색

자원 검색 조건2

• 파일 주석,  메서드 주석, 클래스 주석, 

CRUD, 프로그램과 DB의 오브젝트 이름, 

타입, 키워드 등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고 다양한 분석

정보에 접근 가능

오브젝트 선택

주석 선택

문자열 검색



AP#솔루션 주요기능

프로그램 변경 이력 및 소스 비교

✓ 시점을 지정하여 변경/추가/삭제 된 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간 소스 비교를 통한 개발∙운영 관리의 효율화 증대

변경 이력 소스코드 비교

• 다양한 검색 조건

• 변경 형식 정보
• 변경 부분 표시(변경 전/후 소스)



AP#솔루션 주요기능

프로그램 성능 데이터 표시

✓ 영향분석 데이터와 그와 매핑 되는 데이터인 관제 시스템 성능데이터 연계를 통해 화면 별 평균 응답시간 정보를 제공하며 그 외 기타 추가적으로 보고자

하는 연계 데이터 정보가 있을 경우, 협의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

• 프로그램 호출 응답 시간

• 연계 시스템 호출관계도 포함하여

영향도 조회



AP#솔루션 주요기능

개발 M/M 산정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수집 및 분석과정을 통하여 구축되는 정보를 토대로 프로그램 변경 시 개발에 필요한 M/M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보여줌

✓ M/M를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보로는 코드 크기(LOC), 복잡도, 로직 Depth 등 정량적 분석 자료 제공

xml
jsp

소스 분석

서버
DB #

M 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 LOC와 IF문의 Depth를 기준으로 복잡도 도출
• If 복잡도는 프로그램의 로직의 복잡도로서

프로그램 로직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판단하는
기준



AP#

미사용 테이블 보고서

솔루션 주요기능

소스 Lifecycle 관리

✓ 운영 시스템에서 사용되지 않는 소스를 식별하여 관리자 또는 일반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소스 Lifecycle 관리할 수 있음

미사용 함수 보고서

미사용 프로그램 보고서



AP#솔루션 주요기능

분석 작업 모니터링

✓ 분석 작업에 대해 등록된 스케줄에 대하여 그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작업의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

• 실패 시 오류 확인

• 작업에 대한

진행 상태

• 작업에 대한

상세 이력

• 작업에 대한 내역

정보 엑셀 다운로드



AP#솔루션 주요기능

Eclipse AP# Plugin

✓ IDE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영향도 분석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전용 Eclipse Plugin 기술을 제공

영향도 정보 즉시 확인을 위한 접속 정보 세팅

선택한 파일의 영향도
페이지 이동



AP#솔루션 주요기능

프로그램 분석 종합 정보

✓ 업무 내에 존재하는 소스의 총 본 수, 총 라인/주석 라인/소스 라인 수, 소스 객체의 개수, 언어별 소스 본 수, 사용SQL 정보 등 프로그램의 현황 및 통계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제공 S/W의 규모를 측정하는데 활용

전체 어플리케이션 자원 통계 선택한 어플리케이션 자원 통계

• 전체 어플리케이션 자원 통계 조회 및 PDF, WORD, EXCEL 출력 • 선택한 응용분류(업무)에 대한 자원 통계 조회

• 응용분류(업무) 

선택



AP#솔루션 주요기능

다양한 문서 자동화

✓ 프로그램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등 주요 관리문서를 정의하고 자동으로 생성하여 개발자의 문서부담을 줄여줌

목록 내용

프로그램 목록 ▪ 주제영역별 프로그램 현황 정보

클래스 명세서 ▪ 주제 영역별 클래스명세서 보고서

프로그램 명세서 ▪ 주제 영역별 프로그램 명세서 보고서

사용 테이블 보고서 ▪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된 테이블 목록

사용 컬럼 보고서 ▪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된 컬럼 목록

사용 SQL 보고서 ▪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된 SQL 목록

테이블에 영향 받는 DB 
오브젝트

▪ 테이블과 다른 DB 오브젝트간의 연관관계

테이블 참조 보고서
▪ 테이블에 대하여 CRUD를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 목록

컬럼 참조 보고서
▪ 칼럼에 대하여 CRUD를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

목록

Store Procedure/Package/
Function 참조 보고서

▪ Store Procedure/Package/Function 을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목록

사용 테이블 보고서

사용 컬럼 보고서



EN-CORE Inc. is “Total Data Service Provider.” We, as one of the leading data scientists groups in Korea, are offering a wide-range of services such as
consulting, education, solutions, and technology information based on data ranging from planning the corporation IT systems to analyzing, designing,
developing, transitioning, managing, performing governance, and data servicing.

도입 후 기대효과



AP#도입 후 기대효과

• 통합 영향도 분석/변경

시각화 정보 및 자동화 문서

제공으로 유지보수비용 절감

• IT 어플리케이션 개발 / 관리

정보의 유지

• Outsourcing에 대한 제어력

향상

• 업무 변화에 대한 적응력 향상

• 업무 이해속도의 증가

• 프로젝트 통제력 강화

• 다른 개발자의 소스코드 이해

•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 Road 

Map 이해로 개발 생산성 향상

• 개발 및 유지보수 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반복작업의 제거

• 정의된 표준화 적용의

용이성 및 개발 표준에 대한

품질 관리 기능 강화로

어플리케이션 품질 향상

• 프로젝트의 위험요소 파악

IT 관리
프로젝트

관리
개발 품질 관리

분야별 기대효과



EN-CORE Inc. is “Total Data Service Provider.” We, as one of the leading data scientists groups in Korea, are offering a wide-range of services such as
consulting, education, solutions, and technology information based on data ranging from planning the corporation IT systems to analyzing, designing,
developing, transitioning, managing, performing governance, and data servicing.

구축사례



AP#구축사례

사업명 : L통신 개발 영향도분석 자동화 구축 프로젝트

• 분석/설계단계에서 CSR을 기반으로 개발해야 할 소스에 대해서 미리 영향분석 수행

• 배포단계에서 배포대상 파일에 대해서 영향분석을 하지 않은 파일은 배포할 수 없도록 통제

✓ CSR 및 개발환경(빌드 & 배포)과 연계하여 프로세스를 통합 구성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메타정보 간의 영향도

분석을 통한 최적의 개발∙운영 프로세스를 지원

고객사 적용 사례

배포관리시스템

배포대상 파일 목록

영향도 분석 시스템



AP#구축사례

사업명 : K은행 데이터품질관리체계구축 프로젝트

• 형상관리 솔루션(프리즘)과 연계하여 소스코드를 수정하기 전 변경대상 소스에 대한 영향분석을 미리 수행함으로서 함께 수정되어야 할 소스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소스 수정이 완료되고 변경된 프로그램이 배포되기 전 영향분석을 수행하여 함께 배포 되어야 할 프로그램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CSR 및 개발환경(빌드 & 배포)과 연계하여 프로세스를 통합 구성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메타정보 간의 영향도

분석을 통한 최적의 개발∙운영 프로세스를 지원

고객사 적용 사례

어플리케이션 영향도
솔루션(AP#) 형상관리시스템

1

2

3

프리즘에서 변경된 파일 목록과 프리즘서버상의 파일 저장 위치를

제공한다. AP#에서는 목록을 확인하여 AP# 분석서버로 복사해 온다.
1

프리즘에서 소스가 변경되기전(계획단계), 배포 하기 전(적용의뢰단계) 

단계에서 영향분석을 수행한다.

AP#은 변경대상/배포대상 파일에 대한 영향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프리즘에 제공한다.

2

3
프리즘에서 영향분석 결과의 대한 리포트를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영향분석 수행된 결과는 AP# 분석서버에 저장한다.



EN-CORE Inc. is “Total Data Service Provider.” We, as one of the leading data scientists groups in Korea, are offering a wide-range of
services such as consulting, education, solutions, and technology information based on data ranging from planning the corporation IT
systems to analyzing, designing, developing, transitioning, managing, performing governance, and data servicing.

Thank you!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