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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컴솔텍 은
급변화는 IT 비즈니스를위한전문적인 IT 컨설
팅, SI서비스와기술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통
합 IT서비스환경에최적화된부산의 IT기업으
로발돋음하여통합IT서비스환경을 한단계업
그레이드해왔습니다.

전문성을갖춘인재와사람이중심이되는경영철학을통하여급변화는 IT회사의확고한위치를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그동안통합IT전문업체로써축적되어온다양한노하우와고객가치의실현을위한경험을토대로저희컴솔텍은통합IT서비스

전문업체로서의위상을갖추고, 앞으로새롭게펼쳐질새로운시대의 IT전문회사로나아가고있습니다. 

개요

회사명 ㈜컴솔텍 임직원수 20명

대표이사 박용희 주요사업 SI서비스/IT컨설팅, 네트워크통합, 기술지원서비스

설립년도 2009년 위치 부산시동구중앙대로414, 부산빌딩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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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전

준비된클라이언트를위한
준비된 IT전문업체

사람중심의경영철학을통해저희컴솔텍은,
클라이언트와의신뢰관계를만들어가며정직,성실,
예의를
모토로하는기업문화를통하여모두가행복할수
있는
결과를만들어내려합니다.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구축된신뢰관계를통해부산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을선도할수있는 IT전문업체로서의입지를더욱궅건히하여준비된클라이

언트를위한

준비된통합IT전문회사로포지셔닝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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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9
컴솔텍설립

2010
KRX 비즈니스파트너협약

2011
한국 Esri 파트너계약체결

HP ESSN 실버파트너협약

동명대학교산학협력단협약

2012
HP PSG 비즈니스파트너협약

부산은행 RedHat OS 파트너협약

2014
IBM 비즈니스파트너협약

POSCO 협력업체등록

2015
정보통신공사협회등록

HP서버기술인증취득

HP ATP 스토리지 기술인증취득

HP Sliver파트너취득

HP Storage Gold파트너취득

2017
HP Gold파트너취득

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

Netapp 파트너협약

2016

2013
동아대학교산학협력단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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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20162017
코스콤 상품시장 HW와 SW운영및유지보수

양산부산대학교병원메인스토리지1식구입(설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e-IRP 시스템하드웨어구매(설치)

양산부산대학교병원바코드시스템PDA서버 1식구입설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료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용역

기술보증기금정보시스템메인서버교체사업

기술보증기금통합리스크관리서버

기술보증기금유해사이트차단, 시스템접근제어, 통합보안과제시

스템하드웨어유지관리

기술보증기금 모바일 업무시스템 H/W 유지관리

기술보증기금 VOC서버유지관리

기술보증기금서버운영체제자동백업시스템유지관리

성동조선해양통합스토리지구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네트워크망분리환경고도화사업

한국해양수산연수원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용역

부산은행리눅스(x86) 시스템 S/W 유지보수

 BNK금융지주내부등급법레드헷 OS유지보수

 BNK시스템통합구매시스템OS유지보수

 기술보증기금유해사이트차단, 시스템접근제어, 통합보안과제시

스템하드웨어유지관리

 기술보증기금 모바일 업무시스템 H/W 유지관리

 기술보증기금 VOC서버유지관리

 부산은행리눅스(x86) 시스템 S/W 유지보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PACS 저장장치설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료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용역

 한국해양수산연수원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용역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인터넷망과 업무망분리를위한클라우드시

스템구축

 한국거래소 KSM시장시스템전산장비및 SW도입구축

 한국거래소 KRX글로벌야간시장운영효율성제고를위한 IT인프

라도입

구축

 코스콤 상품시장 HW와 SW운영및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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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KRX 말레이시아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개발장비납품사업수주

 해양수산연수원영도신청사정보화인프라구축사업수주

국립수산과학원유지보수용역사업참여

 해양수산연수원영도교차이전에따른 LAN장비납품및설치공사

참여

 한국 Esri파트너계약체결

 HP ESSN 실버파트너협약

 KRX 경영정보시스템서비스수준개선사업수주

을숙도대교교량통제시스템구축사업수주

 큰솔병원 OCS 병원원무시스템통합구축사업수주

부산은행레드햇리눅스운영체제유지보수체결

 수산자원관리공단 H/W 유지보수체결

 KRX 석유전자상거래시스템인프라구축사업수주

 HP PSG 비즈니스파트너협약

 KRX 신정보분배사업부산센터유지보수체결

2013~20092015~2014

 기술보증기금통합스토리지및백업장치교체사업

 한국거래소석유전자상거래운용및유지보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용역

 한국해양수산연수원교육정보품질유지를위한서버기능개선사

업수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14년정보시스템재해복구체계구축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료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용역

 KRX 온실가스배출권거래시장시스템 구축

 KRX Exture+ H/W, S/W 운영및유지보수체결

 KRX 금현물시장시스템구축사업수주

 국립해양조사원정보화시설유지관리및보안기능강화사업수주

 국립수산과학원정보화시설유지보수참여

 IBM 비즈니스파트너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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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컴솔텍
사업분야

SI서비스

IT컨설팅

네트워크통합

기술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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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서비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안정적인시스템운
영

SI서비스
시스템구축전략수립

개발방법론제시

시스템및솔루션도입전략수립

시스템분석

시스템설계및구축

테스트계획 통합테스트

최종리허설

모니터링결과보고

최종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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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컨설팅

현황분
석 전략수립

커뮤니케이
션

컨설팅
집행

성과
리포트

IT컨설팅
컴솔텍의핵심역량을집중하여컨설팅전략수립과
집행에
있어서고객가치실현을위해최선을경주합니다.
각분야에전문화된인력을통해제공되는전략과
집중력있는컨설팅수행능력은고객만족도를최대
화합니다.
또한컴솔텍만의 IT컨설팅솔루션을통하여고객이
원하는시점에서원하는결과를즉시확인하며 IT
컨설팅길라잡이역할을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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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통합,기술지원서비스

네트워크통합 기술지원서비스

 네트워크분석/ 진단/ 설계 / 구축서비스

 LAN System 설계및구축

 대규모전국망설계및구축

 WAN 장비접속및시공

 Giga Ethernet / Wireless 구축

 네트워크보안및 VPN Solution

 One-Point 유지보수체계

 24x7x365 고객지원체계구축

 장애내역의문서화및보관

 장애사전예방서비스(Proactive Service)

 기술컨설팅서비스(Technical Service)

 장애대응서비스(Reactiv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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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취급HW

Server (Unix/x86)

Storage (SSD/SAS,SAN/DAS)

Network (Gigabit/Wireless/Infiniband)

OS (Linux/Windows)

가상화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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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구분 계

전문분야

기술
지원

영업부 관리부

계 20 14 4 2

특급기술자 3 1 2 -

고급기술자 4 2 2 -

중급기술자 4 4 - -

초급기술자 9 7 - 2

특급기술자
15%

초급기술자
35%

고급기술자
10%

영업/기획
10%

인사/관리
10%

중급기술자
20%

대표이사(CEO)

기술지원부

기술총괄부장

Tech Manager

영업이사

Business manager

관리부

Management

상주지원팀 기술지원팀 영업팀

영업부 관리부

회계/재무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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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고객사



IT를선도하는 IT통합전문기업
ComSolTec

IT컨설팅/SI서비스/기술지원서비스문의
Phone. 051-632-1080 / Fax. 051.632.1095 / E-mail. jhjun@comsoltec.co.kr

Address :  부산시동구중앙대로414 부산빌딩 402호

mailto:jhjun@comsolt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