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스리 서비스 패키지
보다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지원 서비스를 경험해 보세요.
한국에스리 전문 서비스는 고객과 파트너가 소프트웨어 제품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적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 패키지를 구성 하였습니다.
한국에스리 서비스 패키지는 지식과 성공 사례의 전달, 다양한 Esri 제품과 GIS 관리 업무에 대한 컨
설팅 지원 등의 단기간의 고효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패키지는 Esri 제품 전문가들로부터
Esri 제품을 더 빠르고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에스리 서비스 패키지란?

[자격 조건]

한국에스리 서비스 패키지는 미리 정해져 있는 업무 범
위와 가격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한국
내 Esri 제품 사용자에게 해당되며, 서비스 패키지는 아
래와 같은 카테고리로 제공됩니다.

한국에스리는 지리적 접근법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동안 쌓아 온 다양한 경험과 모범 사례를
프로젝트에 적극 활용하며 혁신적인 기능을 요구하
는 고객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sri
솔루션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
니다.

[제공 서비스]
- 점프스타트: 사용자가 Esri 제품을 자체적으로 설치,
도입,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서비스 패키지로, 지식
과 성공 사례 전달을 통해 사용자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를 충족하는 혁신적인 엔터
프라이즈 GIS 솔루션 설계

-

GIS를 이용해 부서 간의 장벽을 허물고 협업 강화

-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 엔터프라이즈 GIS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인프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고객사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해 줍니다.

-

현재의 요구를 충족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견고한 GIS 토대 구축

- 워크샵: 상호적이고 기술의 직접적인 전달이 가능한
워크샵은 Esri 기술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합니다. 워크샵 기반의 서비스 패키지는 구체적인
Esri 기술과 GIS, 또는 산업 관련 활동에 대한 지식을 전
달하고,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패키지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스리 영업본부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차원에서 내부 팀을 지원하고 이들의 역량을 보완
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GIS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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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스리 제공 서비스 패키지
* 표시는 필수 구매 항목

ArcGIS for Server 점프스타트
ArcGIS for Server 도입

ArcGIS for Server 개발자 워크샵 (JavaScript/HTML5)
ArcGIS for Smartphones & Tablets 개발자 워크샵
Portal for ArcGIS를 위한 웹 GIS Launch Kit*
플랫폼 기본 앱 활용 워크샵 (or 교육)*
플랫폼 개발자/관리자 워크샵 (or 교육)*
지오코딩 데이터 및 서비스 구축*

ArcGIS 플랫폼 구성
(ArcGIS for Server 포함)

ArcGIS for Server 점프스타트
ArcGIS for Server 개발자 워크샵 (JavaScript/HTML5)
ArcGIS for Smartphones & Tablets 개발자 워크샵
엔터프라이즈 GIS 시스템 점검
커스텀 앱 개발 (3가지 앱)
Portal for ArcGIS를 위한 웹 GIS Launch Kit*
플랫폼 기본 앱 활용 워크샵 (or 교육)*
플랫폼 개발자/관리자 워크샵 (or 교육)*
지오코딩 데이터 및 서비스 구축*
ArcGIS for Server 점프스타트
ArcGIS for Server 개발자 워크샵 (JavaScript/HTML5)

ArcGIS 솔루션 도입

ArcGIS for Smartphones & Tablets 개발자 워크샵
엔터프라이즈 GIS 시스템 점검
커스텀 앱 개발 (3가지 앱)
AKLG 솔루션 점프스타트 (설치 및 구성)*
AKLG 인포메이션 모델링을 위한 기술 워크샵*
AKLG 솔루션 사용자/관리자 워크샵*
AKLG 솔루션 Technical Advisor
Portal for ArcGIS를 위한 웹 GIS Launch Kit*
플랫폼 기본 앱 활용 워크샵 (or 교육)*
플랫폼 개발자/관리자 워크샵 (or 교육)*
지오코딩 데이터 및 서비스 구축*

Esri Maps for
IBM Cognos/Microstrategy

ArcGIS for Server 점프스타트
ArcGIS for Server 개발자 워크샵 (JavaScript/HTML5)
ArcGIS for Smartphones & Tablets 개발자 워크샵
엔터프라이즈 GIS 시스템 점검
커스텀 앱 개발 (3가지 앱)
Esri Maps for IBM Cognos/Microstrategy 점프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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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스리 서비스 패키지 구분
카테고리

점프스타트

서비스 항목
ArcGIS Online을 위한 웹 GIS Launch Kit

3일

Portal for ArcGIS를 위한 웹 GIS Launch Kit

5일

ArcGIS for Server

3일

Esri Maps for IBM Cognos

5일

Esri Maps for Microstrategy

5일

Imagery Management

5일

Lidar and Imagery Management

10일

ArcGIS GeoEvent Processor for Server

3일

Esri Production Mapping

5일

ArcGIS Workflow Manager

5일

ArcGIS Data Reviewer

5일

커스텀 타일맵 구축 (모자이크 데이터셋 포함)

5일

지오데이터베이스 토폴로지

5일

네트워크 데이터셋 구축

5일

지오매트릭 네트워크 데이터 구축

5일

AKLG 솔루션 (설치 및 구성)

5일

카테고리

워크샵

소요 기간

서비스 항목

소요 기간

Esri Production Mapping 워크샵

3일

Esri Defense Mapping 워크샵

3일

ArcGIS for Maritime: Charting 워크샵

5일

ArcGIS for Aviation: Charting 워크샵

3일

ArcGIS Workflow Manager 워크샵

3일

ArcGIS Data Reviewer 워크샵

3일

플랫폼 기본 앱 활용 워크샵 (or 교육)

2일

플랫폼 개발자/관리자 워크샵 (or 교육)

2일

ArcGIS for Server 개발자 워크샵 (JavaScript/HTML5)

3일

ArcGIS for Smartphones & Tablets 개발자 워크샵

3일

클라우드 GIS 구축 워크샵

3일

ArcGIS GeoEvent Processor 워크샵

2일

FME & Data Interoperability 워크샵

2일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구축 워크샵 (GIS Tools for Hadoop)

협의 필요

AKLG 인포메이션 모델링을 위한 기술 워크샵

3일

AKLG 솔루션 사용자/관리자 워크샵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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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스리 서비스 패키지 구분

카테고리

서비스 항목
엔터프라이즈 GIS 시스템 점검

엔터프라이즈 컨설팅

3일

GIS 아키텍처 디자인

협의 필요

Facilities GIS 기술 검증 (POC)

협의 필요

Facilities GIS IT 전략 및 계획 수립

협의 필요

엔터프라이즈 GIS 성능 진단 및 평가

협의 필요

엔터프라이즈 GIS 운영 환경 및 상태 리포트

협의 필요

Technical Advisor

협의 필요

엔터프라이즈 GIS 퍼포먼스 튜닝

협의 필요

GIS 시스템 관련 공간 데이터베이스 복구

협의 필요

공간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협의 필요

커스텀 앱 개발 (3가지 앱)

협의 필요

AKLG 솔루션 Technical Advisor

협의 필요

카테고리

콘텐츠

소요 기간

서비스 항목

소요 기간

웹 GIS 포털 설치 서비스

3일

지오코딩 데이터 및 서비스 구축

10일

맵 콘텐츠 디자인 및 서비스 구축

21일

네트워크 데이터셋 및 서비스 구축

21일

타일맵 캐시 구축

10일

클러스터 구성

1일

한국에스리는 체계화된 표준 프로젝트 구현 방법을
따릅니다. 패턴 기반의 접근 방식을 통해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과 고품질 시스템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스리가 설계한 시스템의 점진적 확장성을
활용하면 한꺼번에 조직 전체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고한 IT 프로젝트 관리 기능과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그리고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쌓아 온 GIS 구현 경험
을 토대로 채택한 모범 사례를 모두 결합했습니다.

한국에스리 서비스 패키지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
신 분은 한국에스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or more information,
http://www.esrikr.com/services/professional-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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