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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스템 영스페이스 2019 에스티원즈

함안 HYPER 함안군 2019 베이스존

OSM 홈플러스 2019 베이스존

온실가스 정보관리 경동 나비엔 2019 솔루티스

MES LG디스플레이 2019 LG디스플레이

CJ도너스캠프 개선 씨제이나눔재단 2019 세중정보기술

웹 프레임워크 개선 만도 2019 현대비에스앤아이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코람코자산신탁 2019 뱅크웨어글로벌

IBS 정보시스템 호환성 개선 기초과학연구원 2019 크리스피드

ERP MOC BAI 2019 소르테크

자원관리시스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019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자산관리시스템 화성시청 2019 지트파워

FEMS 보급 지원사업 한백열처리 2019 에코시안

FEMS 보급 지원사업 세원테크 2019 에코시안

대만R/O 및 SRM 구축 라인프렌즈 2019 비즈테크파트너스

SCM 현대글로벌서비스 2019 디에스이트레이드

경량화 프로젝트 웅진씽크빅 2019 웅진

의료 서비스  MoH of Uzbekistan 2019 비트컴퓨터

ERP 한국감정원 2019 한국감정원

RED SaaS 서비스 LG씨엔에스 2019 LG씨엔에스

비용정산시스템 구축 SK케미칼 2019 이씨뱅크

백오피스외 에스피씨네트웍스 2019 에스피씨네트웍스

구매시스템 SK실트론 2019 이씨뱅크

통합 Ezbaro 연계시스템 구축 한국연구재단 2019 IBK시스템

보안 선별검색 고도화 LG디스플레이 2019 LG디스플레이

선로 운용 시스템 SKC인프라서비스 2019 비트큐브

전사 IOT 서비스 대응 체계 구축 삼성전자 2019 삼성전자

MRO MRO시스템 덕성테크팩 2019 에스티원즈

ERP ERP 보강시스템 2019 에이치준

회계관리시스템 하나금융지주용 2019 뱅크웨어글로벌

재고 및 매장 주문관리시스템 제이스텍 2019 내담씨앤씨

기능수행평가시스템 고도화 국립중앙의료원 2019 지투이정보기술

HR 재구축 금호석유화학 2019 웅진

GHCM 구축 약진통상 2019 비에스지파트너스

구매포탈시스템 TSK워터 2019 이씨뱅크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운영시스템 한국환경공단 2019 씨이기술

온라인플랫폼 고도화 CJ제일제당 2019 세중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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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 업무 스마트화 구축 기아타이거즈 2019 오토에버

공시시스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9 폭스소프트

자산관리 한화에스테이트 2019 누리인포스

그룹 인재관리 시스템 롯데지주 2019 롯데정보통신

SCM SCM 영풍 2019 자이오넥스

SRM CRM CJ올리브영 2019 CJ올리브네트웍스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2019 뱅크웨어글로벌

웹 프레임워크 개발 현대중공업 2019 현대비에스앤씨

인사관리시스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2019 코아아이티

SCM 통합관리시스템 KT 2019 파루씨앤씨

홈텍스 고도화 국세청 2019 세일즈원

물류자동화 롯데칠성음료 2019 현대무벡스

웹 정보시스템 뉴론 2019 뉴론

베트남 스마트팩토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19 한화시스템즈

Port CAMP 인천항만공사 2019 인터파크큐브릿지

SCM SCM 구축 모나미 2019 모나미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국민권익위원회 2019 한국정보화진흥원

윤활유 수출사업용 IT 시스템 에스오일 2019 GSITM

인프라서비스 통합솔루션 시스템 SKC 2019 비트큐브

기초소재 생산/품질 정보화 프로젝트 LG화학 2019 LG CNS

ERP 키움증권 ERP시스템 키움증권 2019 다우기술

그룹웨어 그룹웨어 고도화 세아상역 2019 미니소프트

차량 관제 시스템 판토스 2019 비즈테크파트너스

BOM BOM 고도화 프로젝트 LG화학 2019 LG CNS

GBM (Global Business Management) 녹십자 2019 녹십자

견적솔루션 SM하이플러스 2019 SM하이플러스

스마트 열배관 감시 시스템 부영산전 2019 부영산전

전자계약 및 발주정보 시스템 유니포스트 2019 유니포스트

DT 프로젝트 현대중공업 2019 현대비에스앤씨

LMS 실무교육과정 LMS 시스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019 유비텍

아임스타즈 구축용 중소기업유통센터 2019 중소기업유통센터

사업관리시스템 씨에스피아이 2019 씨에스피아이

LGC ESS Size Design 시스템 LG화학 2019 LG CNS

부품정보관리시스템 유라코퍼레이션 2019 에스티원즈

WMS WMS 비퀘스트 2019 프리오

T스테이션 한국타이어 2019 시스포유

무전표시스템 CJ대한통운 2019 세중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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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시스템 LG생활건강 2019 에스티원즈

전사통합 포탈 DB메탈 2019 디비아이엔씨

SCM SCM 솔루션 현대건설기계 2019 자이오넥스

ERP 섬유 ERP 보강시스템 2019 에이치준

대우전자 Web Portal 고도화 대우전자 2019 대우전자

재무지원시스템 LS산전 2019 크라이스아이앤씨

씨젠의료재단 씨젠의료재단 2019 소프트트레인

사업관리제 고도화 경기도 광주시 2019 경기도 광주시

통신망공동구축종합관리시스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2019 카스아이

콜센터 광주은행 2019 브리지텍

열배관 감시 시스템 미래엔 인천에너지 2019 씨원소프트

KT 5G 통합관리시스템 kt 2019 에스큐아이소프트

문화정보 다부처 연계시스템 한국문화정보원 2019 한국이디에스

AML, RBA 시스템 하나생명 2019 사이버라인

무전표시스템 와이솔 2019 유니포스트

ICT 자산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 지트파워

내부시스템 개발 삼표 2019 세중정보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