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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설립배경

빅데이터 기반 DT(데이터 테크놀로지)는 제2의 산업혁명과도 같다.

당사는 향후 DT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미리 알고

국내 시장이 거대 외국기업에게 잠식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이를 위해 DT관련 기술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 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회사를 설립했다.



2. 대표자 연혁

 01월   VAN사 즉시결제 및 회원제 포인트 시스템 구축
 04월   상품권 관리시스템 개발
 09월   H-2500 상품권리더기 개발
 12월   금융감독원 금융사고사례전파 시스템 개발 및 간접투자기구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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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월   신용카드 즉시결제 시스템

 04월   KSNET(Van사) 총판 계약, 단말기 사업
 11월   경품용 상품권 관리시스템

 03월   방송 컨텐츠 관리 시스템
 06월   뉴스운영시스템(한국정책방송원)
 12월   e-영상역사관 시스템 구축

 02월   국가기록DB 메타데이터 사업계획수립
 09월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인증
 12월   삼성전자 DITS

 05월   BICube DW OLAP 개발
 11월   KPI BSC 개발

 06월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시스템 공통모듈 개발
 12월   BICube Bigdata Analytics Platform 개발

 09월   NeuralStream-FDS 개발 착수

 07월   ㈜비아이큐브 법인 전환



3. 조직도

대표이사

빅데이터
플랫폼 핀테크사업 전략기획 마케팅 보안사업부

임원 및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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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부



4. 회사 소개

㈜비아이큐브

김  민  경

2015년 07월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33 305호

보다 편리하고, 보다 저렴하며, 보다 품질 좋은, 

인류에게 유익한 서비스 제공

Financial Bigdata, Intelligence Security

TEL) 070-7568-1166 / FAX) 02-561-9761

http://www.bicube.co.kr

회사명

대표

설립일

주   소

VISION

사업분야

연락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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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내용

빅데이터 
통합

융합

소프트웨어

• 빅데이터 기계학습 인프라

• 지능형 자산관리

• 지능형 자산운용 서비스 플랫폼

• 금융시장의 O2O(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 비즈니스 모델 창출(수익성과 성장성 동시 추구)

• 자체 기술력 확보 및 제휴에 의한 신속한 서비스

• 다양한 정보기술(커뮤니티, B2B등) 활용

• 통합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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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목표

비젼

사업목적

사업개념 사업목표

차세대 금융 기술을 선도하는 빅데이터 기계학습 플랫폼 사업자

보다 편리하고, 보다 저렴하며, 보다 품질 좋은, 인류에게 유익한 서비스 제공

Intelligence Financial Service

•Bigdata Machine Learning Platform

•Hyper Connected Society

•Cloud IoT 서비스(B2P, B2C, B2G)

•Intelligence Secutiry

By 2016 year

•2025년 까지 연매출 10조기업

•매출액 100억 달성

•국내 1위 금융 서비스 기업

•국내 1위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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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범위

        

        

        

        

            Solution 영역

      Bigdata Solution

Financial Technology

Machine Learning Solution

Service 영역

Bigdata Service

Financial Intelligence Service

Machine Learn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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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Management

Service



About us

These days, The Platform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ICT 

industry. Our machine learning 

Platform is evolving with IoT, 

Data analysis and cloud. 

Many start-ups will be created on 

our platform's eco-system. Their 

efforts will vitalize the market 

economy. Our vision is that 

BICube will evolve Machine 

learning platform into 

Humanoid platform for human.

      

Take your 
chance

never been met 
before

Our Vision

BICube Co., Ltd is a Korean-based 

Bigdata Machine Learning Platform 

company. 

Founder Mr. KIM is familiar with big 

data analysis and machine learning. He 

also has over 20 years experience of 

informational system integration. 

In 2010, He designed a machine 
learning platform for Bigdata analysis. 

Now BICube has special power for 

offering important keys  to many 

companys which want to create 

Bigdata Business.

The Pioneer of 
Data Technology Era



           Platform Package Overview

Bigdata Cube Cluster

  Finance

   Security
   BioInfor

     Computer
Vision

 Sound

Cube Basic

     Personalize

  Spatial

NLP

The Pioneer of 
Data Technology Era

BIOINFORMATION

Biomedical / Bioinformatics

IMGAGE/VIDEO

Image processing / movie analysis / face recognition

 NATURAL LANGUAG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 Text Opinion Mining

SOUND

Sound Analysis

GEOGRAPHIC INFORMATION

Spatial Data analysis / geography analysis 

 RECOMMENDER

User profiling / Product Recommend system

SECURITY

Financial security / FDS

FINTECH

Financial Bigdata Analysis



Vision

2017 2018 2019 2025 2030

한국
중국

인도
아프리카

동남아
유럽

미국 호주

초기거점시장

유효시장시장 시장확대

전체시장 및 글로벌화

1 billion$

10 billion$

100billion$



주요 활동

제2회 코리아 빅데이터 어워드에서 

기술부문 우수상 – 정보화진흥원상 수상



주요 활동

□ 5년 여동안의 빅데이터기반 분석 솔루션 개발 비아이큐브 브랜드화
□ 2015 6 로보유니버스 행사(킨텍스)에 비아이큐브 제품 전시
□ 2015 6 제2회 코리아빅데이터 어워드 기술부문 우수상(정보화진흥원장상)
□ 2015 7 글로벌 핀테크지원센터 제3회 데모데이 선정
□ 2015 7 (주)비아이큐브 법인 설립
□ 2015 8 핀테크포럼 제품전시 및 제품설명회
□ 2015 8 스포츠 서울 베스트 이노베이션 
□ 2015 8 대한민국 금융대전 제품전시
□ 2015 9 GMV 2015 제품 전시
□ 2015 10 FIW 2015(kotra) 
□ 2015 11 GP Korea 2015 제품전시
□ 2015 11 Korea-Japan FinTech Partnering 
□ 2015 11 IoT Convergence In-Depth Conference 2015 제품 전시
□ 2015 12 우수 소프트웨어 전시회
□ 2015 12 중국 북경 중관촌 제4회 금융 빅데이터 전시회 초대 및 글로벌 중점기업
□ 2015 빅데이터어워드 기술부문 우수상(정보화진흥원장상)
□ 2015 베스트 이노베이션 기업 선정
□ 2015 12 중국 북경 중관촌 제4회 금융 빅데이터 전시회 초대 및 글로벌 중점기업
□ 2016년 본투글로벌 판교 글로벌 R&D센터 입주 기업 선정



주요 활동

북경 중관촌 빅데이터 행사 초청장.
 



주요 활동

중국 중관촌 금융빅데이터 전시회 

본 행사는 중국 중관촌빅데이터산업연맹의 초청을 받
아 진행된 것으로 기본 비용은 중국측에서 부담하였다.



Contact Information

                       

                                        

                       

ceo@bicub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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