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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잇은 국내 유일의 Gold 파트너로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태블로 전문가
컨설턴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ableau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직들이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직 역량을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데이터 시각화 최고의 솔루션 Tableau를 활용한 
비지니스 인텔리전스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전문기업 플랜잇



Self-service BI

Visualization

In-Memory와 Live Access 모두 지원

현업 사용자가 IT의 기술적인 도움없이 직접 데이터
를 연결하고, 분석하고, 시각화 할 수 있습니다.
Drag-Drop 방식으로 쉽고 완성도 높은 Build UI를
제공합니다.

태블로는 다양한 차트를 지원합니다. 비즈니스 데이
터시각화에 사용하는 거의 모든 차트를 사용하여 분
석결과를표현할 수 있습니다. 태블로는 분석한 결과
에 가장 적합한 차트를 자동으로 추천합니다.

태블로는 Live-Access와 In-Memory를 모두 지
원합니다. Live-Access로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여 분석을 할 수 있으며, 기존
에 분석이 어려웠던 대량의 데이터는 In-Memory
를 통해 빠른 속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이해하기
팀에 Tableau의 강력한 시각적 분석 기능을 제공하면 대화형 데이터 시각화와
대시보드를 통한 끝없는 탐색이 가능하게 되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내 또는 클라우드에서 안전하게 공유하고 비즈니스를 변화
시키는 ‘발견의 순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Tableau Desktop

Tableau Server

Tableau Online

어떠한 데이터로도 강력한 데이터 시각화를 
빠르고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대화형 데이터 시각화 및 대시보드 -수백 가지의 데이터 원본 사용

대시보드 및 데이터를 공유하고 거버넌스를
유지하며 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Server에 안전하게 보관     -Tableau Mobile로 이동중에 데이터 활용

하드웨어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Tableau Online은 Tableau Server의 호스팅 버전입니다.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항상 최신으로 유지     -Tableau Mobile로 이동중에 데이터 활용

에서 태블로 무료 평가판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보세요.dn.dviz.kr





“일반적인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으로만 알고 접한 태블로를 배우고 사용해보니, 간
편하고 쉽게 데이터를 시각화 할 수 있었고, 디자인적인 부분으로도 훌륭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핸들링 할 때도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놀라웠습니다. 

또한 저희는 태블로를 내부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플랜잇과 함께했습니다. 고객
의 요구사항과 이슈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많은 부분 애써 주시는 부분이 인상적
이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 제공 등을 통해 솔루션 사용자들에게 경험을 공유
해 주시는 부분들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BI/DW 팀 박윤경



BI에 집중하는 회사
기업 내외부의 빅데이터와 데이터기반 
인사이트에 경쟁력의 원천이 있다는 오랜 믿음

최고 수준의 인재

IT전략, 경영컨설팅, 개발 및 SI, Database 등
관련 영역 최고의 전문가가 모여 있는 회사 

고객사 최적의 기술 제안

특정 솔루션에 의존적이지 않고, 고객사에
필요한 Best of breed 솔루션을 제안

플랜잇 솔루션

전사정보계 구축뿐 아니라, 산업별, 특화 기능별 자체
솔루션 보유, 컨설팅과 교육을 결합한 서비스 제공

Why Planit?
플랜잇은 BI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집약하여 차별화된 가치 제안을 제공합니다.



Planit’s Agile Business Intelligence
Data Preparation, Self-service B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현업 주도적
데이터 분석-활용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셀프서비스 분석 및 리포트 연구

NON-IT 현업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기업 정보계 및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접근 가능한 BI Enabler 필요

Data 준비 중심의 IT 지원
보고서, 화면에 대한 책임 (분석 요건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준비 및 시스템 관리에 집중)

현업 사용자 참여 확대

BI 보고서 개발 참여, 데이터 분석의 현업 주도, 필요 요구 사항 중심의 IT Communication 확대



플랜잇 서비스 소개 

Tableau Advisory (TA 서비스)
샘플 대시보드 개발 의뢰, 대시보드 기획/설계 자문

No.1 태블로 업체(유일한 Gold Partner)
2016, 2017 국내 전체 파트너 중 가장 우수한 실적(금액 및 고객 수 기준) 달성 
2016, 2017 Tableau Partner Leadership Summit - Reseller of the Year South Korea 수상

- 고객 맞춤형 교육(Tableau 기반 초급/중급 교육)

- 샘플 대시보드 개발 의뢰, 대시보드 기획/설계 자문

- 기술 문의, 버그 수정 및 장애 지원
- 문제 해결 및 Trouble Shooting Service

“저희 BI 프로젝트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플랜잇과 태블로를 함께 했기 때문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랜잇과 함께 하면서 배운 노하우와 도움이 밑바탕 되어 태블로
라는 BI무기를 가진 한독은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겁니다.”

- 한독, CE실/PE팀 박종인 차장



Tableau 정기 교육
기초교육, 중급교육, 고급교육, 지도 시각화교육 & Tableau 자격증 교육

차별화된 교육으로 매달 100명이상의 고객들이 플랜잇 태블로 교육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플랜잇 태블로 정기교육 신청은 플랜잇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du.dviz.kr



Tableau 프로젝트
전사 정보계를 구축하여 산업별, 특화기능별 

자체 솔루션을 보유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관련 문의는 support@planit-partners.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블로와 플랜잇의 Enterprise 
BI Portal을 적용한 정보계 화면



“플랜잇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된것 같아 즐겁습니다.태블로로 대화형 대시보드 
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사용자 모두 데이터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 한국먼디파마, CE 이옥란 차장

“더 Advance 된 분석을 위해 플랜잇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블로를 사용하여 
iPad만 가지고 있는 영업부에서 각종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영업 효율 향상
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노바티스코리아 SFE팀, 이승주 팀장



Enterprise BI Portal
대시보드, 보고서 포털의 고객사별 
Customizaion이 가능한 솔루션, 
사용자, 데이터 소스 관리 강화

Digital Marketing Insight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 툴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와 ERP 연계 분석, Web/Mobile
Analytics와 BI연계 가능

Financial Dashboard
SAP 전문가들이 ERP 관리회계 데이터를 
직접 연결하여 지역, 조직, 상품, 채널별 
성과관리 구현

SCM Dashboard
제조업 Up/down-stream SCM의 핵심 
관리지표를 한눈에 관리하고, 문제 근인을 
분석하는 보고서 구현

Planit Solutions… and more to come
산업별 전문화된 솔루션부터 기업 Value Chain 별로 

특화된 Planit Solution 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Healthcare Analytics
의료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임상 및 
진료 정보를 실시간 관리, 분석, 연구 검색
으로 연계하는 솔루션

Big Data
기업 내외부의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여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지원

Sales & Distribution Mgmt
국내 실정에 적합한 대리점 관리 기능을 
포함하여 영업 및 유통 관리를 위한 
보고서 구현

IoT
설비 로그, 위치정보, 디바이스 로그등
IoT 로그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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