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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솔루션구축 & IT인프라제품납품

Data Solution
데이터 모델링 및 분석 시스템 구축
데이터 통합 및 활용 컨설팅
프로세스마이닝 솔루션 공급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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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Solution
클라우드 전략 컨설팅
IT인프라 제품 납품
(Cisco, NetApp, VMware, Accordio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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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클라우드 기반의 웹보안서비스 : WebBric
IT 정보 플랫폼 : Puzzle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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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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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와 Cloud로부터 시작하는 비즈니스 혁신

퍼즐시스템즈는정보화기술과경험을기반으로

고객의비즈니스가치를설계합니다.

클라우드인프라사업 (서버, 스토리지, 클라우드구축및컨설팅)과

데이터사업 (DW, BI, Big Data, Process Mining등)을진행하고있습니다.

평균10년이상의데이터분석 / IT 인프라전문가들이

고객의비즈니스모델에최적화된솔루션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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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즐시스템즈. 회사명 주식회사퍼즐시스템즈

대표이사 김영일

업종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

주요사업 A. Data Solution (DW, BI, Big Data, Process Mining)

B. Cloud Solution (Cisco, NetApp, VMware, Accordion)

C. Service (클라우드 기반 웹 보안서비스, IT정보 콘텐츠 플랫폼)

주소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 438, 몽베르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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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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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ng
Business Growth

Data & Cloud



연관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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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원평균업력

기술과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전문 컨설턴트 집단

22 고객사수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동행복권, DB하이텍, 코오롱 등

03 사업영역

최적화된 아키텍처 기반의 클라우드&데이터 솔루션

10 제휴사수

대중성과 트랜드를 고려. Cisco부터 Accordion까지 제휴

61 제휴제품(솔루션) 수

서버, 스토리지, 가상화, 보안, 프로세스마이닝 솔루션 보유



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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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01

데이터
컨설팅

검증된 정보계 아키텍처의 장점을 확장

전통적 BI/DW와 빅데이터 세계를 유연
하게 통합

고객의 정보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기술, 축적된 경험, 협력 네트워크

사업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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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02

클라우드
컨설팅

고객의 니즈를 고려한 One-Stop 컨설팅

데이터센터의 구축부터 데이터 보호 및
거버넌스 문제 해결까지

Cisco, NetApp, VMware, Accordion과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아키텍처 구현

사업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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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03

서비스
개발운영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

서비스 마케팅 채널 및 역량 보유

지속적인 R&D 투자

Global 관점의 비즈니스모델 구현

사업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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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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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빅데이터회사와의
전략적협업DW/BI/Big Data

국내최초,국내유일의
프로세스마이닝솔루션“ProDiscovery” 개발사Process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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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데이터제휴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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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효율성과비즈니스민첩성을
향상시키고자한다면NetApp

AFF FAS HCI
Cloud

ONTAP
FlexPod

kubernetes 기반
Web container PlatformMantech

Accord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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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클라우드제휴솔루션

고객의비즈니스에최적화된
솔루션지원Cisco

SDDC UCS HyperFlex ACI MDS

Nexus SD-WAN
Cloud
Center

가상화를통한
비즈니스혁신VMware

vSphere vSAN PKSNSXCloud 
Foundation

vRealize 
Suite

vRealize
Automation



컨설팅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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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직면한문제를
객관적으로파악

개발자/ 마케터/ 엔지니어가
함께솔루션기획

고객을대상으로한
상세한설명/ 활용(안) 수립

기술및비즈니스트랜드를
바탕으로고도화방안제안

요구하는기능이구현될수
있도록사후관리진행

유무형의솔루션을
기업상황을고려해구축

+ One-Stop Consulting



고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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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솔루션 S사: DW 및주요정보시스템구축&운영

클라우드솔루션

오랜기간에걸쳐고객의성장과진화를함께하는모범적인사례
정보계의 핵심인 DW와 주요 정보 시스템의 사업부별/제품별/
기지별 다양한 전환 시나리오를 성공적으로 수행

고객현황분석을 통한 최적의 아키텍처 설계
설계, 구축, 컨설팅, 유지보수까지 One-Stop 진행

D사 : Veritas NBUA & IBM TS4300 구축사업
S사 : 고가용성 클라우드 에너지 데이터센터 구현사업
D사 : 개발실 NSA FAS8200 스토리지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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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7 2018

▪ HQ DW (ACI) ▪ HQ DW (ACI)
▪ HQ RPT (DM)
▪ 제조모니터링

(FCB,HDI)

▪ HQ RPT (MLCC)
▪ HQ RPT (DM)
▪ HQ DW (ACI)
▪ PLP DW/YMS

▪ RPT DW/ETL
▪ KPI
▪ EPMS

▪ HQ DW (FCB)
▪ HQ RPT (MLCC)
▪ MLCC Taping (예정)
▪ PLP DW/YMS 2차(예정)

▪ RPT DW/ETL
▪ KPI
▪ PLP DW/YMS
▪ EPMS

개
발

운
영



운영서비스.

WebBric Protect a your web site 

WebBric은 DDoS, 데이터 손상, 악의적인 봇 등으로 부터
안전한웹서비스환경을 제공합니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방법
하나.     WebBric서비스홈페이지에방문한다
둘.         웹서비스회원에가입한다
셋.         기업및사이트정보를기입한다
넷.         공격을 99% 이상방어한다
다섯.     보고서를확인하고, 트래픽에따라결제한다

자동화를통한
비정형공격방어서비스

모든트래픽이연결되기전보안을
먼저거치도록클라우드서비스제공
(웹방화벽의클라우드화)

내부시스템이전또는변경없이
클라우드연결만으로서비스구현

웹/WAS/DB
서비스

filtered

Code Integrity
(obfuscation)

Developer Server/PC

Client (안전한 웹서비스)

Client Side

기업내부인프라

클라우드기반
웹보안서비스

해커
APT, DDoS, Worm

0-Day Attack

정상트래픽

난독화된
컨텐츠

Server Side

Client Side Security

Filtered & Monitoring

Server Side Security

정상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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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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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하며

축적된 기술력으로
최적화된아키텍처구축

아키텍처경쟁력 개발노하우 사업화역량

시장과산업에대한
높은이해도

대기업시스템및
솔루션공급

카테고리별
메이저제휴사보유

10년이상의
기획자다수보유

웹보안서비스
시스템개발운영

제휴및기술영업
전문조직운영

당사만의
Key Solution보유

고객에최적화된
플랫폼인프라제공

BM기획및 R&D
전문인력운용

제휴사솔루션, 제품
을활용한아키텍처

국내 20여개기업
시스템개발

운영및 C/S 분야
노하우보유



고객의
비즈니스에
퍼즐을
맞추어
드립니다.

데이터및분석은기업의비즈니스경쟁력을유지하는게반드시필요한

부분입니다. 퍼즐시스템즈는다년간일류기업을대상으로데이터모델링

및분석시스템구축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프로세스마이닝솔루션 ‘ProDiscovery’는 고객관리, 의료, 물류, 서비스등

다양한분야에서활용이가능한국내유일의프로세스마이닝솔루션입니

다. 점점복잡해지는비즈니스환경이걱정된다면 ‘ProDiscovery’를 통해

이에대한해결책을제시해드립니다.

유수의클라우드전문가및다양한클라우드구축컨설팅경험을갖고

있는퍼즐시스템즈는아키텍처, 성능, 보안, 가용성등고객이클라우드

도입시고민이되는부분에대해컨설팅부터유지보수까지전반적인

방향성을제시합니다.

클라우드는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네트워크등여러 SW 및HW가집약

되어있는분야입니다. 퍼즐시스템즈는클라우드관련유수의엔지니어및

클라우드에필요한다양한 SW, HW의취급및구축서비스를One-Stop

으로제공합니다.

Data Warehouse

Process Mining

Cloud Strategy

Cloud Implem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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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Contact

06153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438 몽베르빌딩6층

Phone. +82 02-2135-1338
Fax.     +82 02-2135-1339
E-Mail. ps_sales@puzzlesystems.co.kr

mailto:ps_sales@puzzlesystem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