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컨설팅은 성공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및 협업 문화 발전을 위한
전문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높은 기술력과 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과 조직 문화 혁신을 돕습니다.

오픈소스컨설팅은 성공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및 협업 문화 발전을 위한 전문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픈소스, 퍼블릭/프라이빗 클라우드, IoT 관련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공식 컨설팅 파트너사, 한국 레드햇 파트너사, Atlassian 한국 공식 파트너사로서 다년간 축적된
컨설팅 노하우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과 조직 문화 혁신을 돕습니다.

History

2019 ~ Present

2014

Playce WASup 론칭

IBM 클라우드(SoftLayer) 파트너쉽 체결

현대일렉트릭, U2C 마이그레이션 수행

미래부 개방형 OS 개발 도입 전략 TF 멤버

Atlassian Add-on 론칭

행정안전부 클라우드 개발형 플랫폼 도입 TF

- Flex User Management

삼성전자 표준 플랫폼 구축 파트너쉽 체결

- Simple Approval

현대중공업 비즈니스 파트너쉽 체결

2018
신한DS 오픈소스/클라우드 전략 파트너쉽 체결

2013

Elastic(ELK) 비즈니스 파트너쉽 체결

한국 레드햇 가상화(클라우드) 파트너쉽 체결

블랙덕 소프트웨어 코리아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

Zabbix 한국 파트너쉽 체결

SK 텔레콤 IoT 플랫폼 사업자

아마존 웹서비스 공식 컨설팅 파트너쉽 체결
한국 HP 공식 파트너쉽 체결

2017

한국 IBM T2 파트너쉽 체결

삼성카드 U2L 마이그레이션

자사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아식스 코리아 AS400 to 아마존 마이그레이션
아마존 웹서비스 Reseller 파트너쉽 체결

2012
삼성전자 오픈소스 비즈니스 파트너쉽 체결

2016
Atlassian 한국 교육프로그램 (AATPP) 파트너 체결
LH공사 오픈스택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르노삼성자동차 AWS 기반 클라우드 이관 구축
서울시 기업용 APM 솔루션 스카우터엑스 공급

2015
Atlassian 한국 공식 파트너 협약
사법부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
현대중공업 선박플랫폼 솔루션 구축 계약

Partners

삼성전자 프로젝트 기술지원(Technical Architect)
사업자 선정
동부정보기술 비즈니스 파트너쉽 체결
한국 레드햇 파트너쉽 체결
코오롱베니트 오픈소스 비즈니스 파트너쉽 체결

㈜오픈소스컨설팅 설립

Business
Cloud

Collaboration

AWS
매니지드 서비스 및 시스템 운영/관제 서비스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ISP), 플랜 수립
사용자 인프라 환경에 맞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기술지원

OpenStack
커뮤니티 기반으로 패키징 버전 제공 및 기술지원

Atlassian
Atlassian 서버,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제품 공식 판매
공식 트레이닝 파트너 및 온사이트 트레이닝 서비스
Flex User Management, Simple Approval 마켓 플레이스 제품 제공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의 컨테이너 환경 구축

Consulting
데이터센터의 클라우드 전환 구축 컨설팅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테크니컬, DevOps 아키텍처 컨설팅

Consulting
R&D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을 위한 마이그레이션 도구

제품을 활용한 DevOps, ITSM 구축 서비스 제공
Atlassian 환경에 대한 시스템 진단, 대용량 아키텍처 서비스 제공

클라우드 포털,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솔루션 제공

Product
●

Playce는 오픈소스컨설팅 솔루션의 브랜드 이름으로 클라우드 구축 컨설팅, 서비스, 운영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담긴 제품입니다.

대용량 트랜잭션과 세션 클러스터링을 한번에!

대량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쉽고 빠르게!

Web Application Server

Cloud Migration Solution

지금 바로 Playce를
만나보세요!

19-04

Copyright ©Open Source Consulting Inc. All rights reserved.

Technical Support

Consult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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