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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No.1 Cloud Native Service



대한민국 최고의 클라우드 기업 ㈜클로잇

Korea’s No.1 Cloud Native Service

최고의  Cloud Service 기업  을 향해!
최초의  SI기업  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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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주)클로잇 [CloIT, Co., Ltd.] 대 표이 사 박 진 국

Tel   02-2051-0903
Fax  02-564-8390

설립 일 2022년 5월 1일
[쌍용정보통신㈜ 물적분할에 따른 법인신설]

• Cloud Consulting

• Cloud Migration

• Cloud Application Modernization

• Cloud Managed Service

• SaaS (Software as a Service)

임 직 원

연락 처

140명

주요 서비스

본   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06길5 아이파크타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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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정보통신㈜ 설립
-  1986 아시안게임, 1988 서울올림픽 대회관리시스템 개발업체로 지정
-  교육센터(SIST) 설립 및 교육사업 착수(국내 기업 최초의 IT 교육센터)

1981 - 1990’s

- 동종업계 최초 코스닥(KOSDAQ) 상장
- 2002 FIFA 한일 월드컵 대회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 13회 부산 APEC(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시스템 구축

2000’s

- 2012 런던올림픽 7개 종목 OVR 시스템 개발 
- 공공, 국방부문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Level 4 획득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웹사이트 서비스 구축•운영

2010’s

클라우드 사업의 전문성 및 고도화를 위해

쌍용정보통신㈜으로부터 단순․물적분할
㈜클로잇 설립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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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및 인프라까지
Managed 서비스 제공

•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지원
•  Docker기반 Container 환경
•  Auto-scaling 환경 지원

Asia No.1
스포츠솔루션 RACE-V

•  국내 최초 공공기관 전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EBS)
•  ‘21년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통합 사업
     3개 중 2개 사업 수행
     -31개 행정·공공기관 212개 정보시스템 

업계 최고 
클라우드 전문인력 보유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과 Linux 및 Windows Operation이 가능한 SA인력 보유
•  Any 클라우드 기반 SI사업을 위한 Spring Cloud Native 기술, Docker Containerzed,

Kubernetes기반 Orchestration 기술 보유

Cloud Consulting ․Migration․Application Modernization ․ Managed Service ․SaaS 등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Cloud Native 기업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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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Data

Runtime ∙ API

Middleware ∙ Platform

Operating System

Virtualization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
Platform as a Service

SaaS
Software as a Service

Cloud Platform CloIT Service

Servers

Storage

Network

다양한 CAM 사업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활용

Cloud Application
Modernization 

국내 최고의 기술력으로 On-Premise에서 
Cloud로의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지원

Cloud
Migration

비즈니스 확장 및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선제적인 대응 가능

Cloud 
Managed Service

고객사의 SaaS 서비스를 구축 단계에서
운영까지 Total 서비스를 제공

SaaS
(Software as a Service) 

고객의 환경 및 현황을
고려한 클로잇의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Cloud
Consulting

㈜클로잇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는

No.1 Cloud Enabler 기업입니다.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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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
01 클라우드 전환 및 MSP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CSP별 파트너쉽을 보유한 최고의 MSP사업자가 참여
→ AWS, Naver, KT, NHN, Kakao, 가비아 등과 파트너쉽 보유

공공사업 No.1 경험을 기반으로 안정적 클라우드 전환 보장
→ ‘21년 31개 행정·공공기관 212개 정보시스템 전환 및 운영

비용과 안정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우선 적용
→ 다양한 고객의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 및 구축 경험 활용

기관 피크타임에 대한 능동적 대응계획 수립
→ EBS, KERIS 원격교육 등의 MSP 노하우 활용

자원 사용에 대한 적정 이용료를 운영 시 제시
→ 차별화된 클라우드 운영과 관리 프레임워크

VOC
02 클라우드 전환 후에도

성능 및 보안보장, 운영이 용이해야 합니다.

VOC
03 클라우드 전환 시

안정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WEB, WAS, DBMS) 우선되어야 합니다.

VOC
04 우리 기관은 특정기간 사용자

트래픽이 불규칙하게 발생합니다.

VOC
05 클라우드 전환 후 향후 운영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요금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클로잇은 다양한 고객의 VOC를 적극 수렴하여 

DX를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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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ia Cloud
G-cloud partner

(2021.07~)

Kakao i Cloud
Tier 3 partner

(2021.07~)

Red Hat
CCSP

(2021.05~)

KT Cloud 
Premium partner

(2019.07~) NAVER Cloud
Premium partner

(2019.07~) 

AWS
Consulting partner

(2017.10~) 

NHN Cloud
Tier 3 partner

(2021.06~)

㈜클로잇은 국내․외 CSP 등과 파트너쉽을 보유한 

최고의 MSP사업자입니다.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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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P U B L I C 금융 F I N A N C E 엔터프라이즈 E N T E R P R I S E

서울대학교
주요 홈페이지 해외 접속속도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및 국민 투표 관리 헌법기관으로
홈페이지 인프라 클라우드 전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격교육을 위한 공공플랫폼 
클라우드 임차 사업

농협은행
올원뱅킹 클라우드 서비스

라이나생명
Healthcare 컨텐츠 제공을 위한 
Cloud 인프라 서비스

한화생명
보험코어구축 1단계 
클라우드 서비스

국민은행
KB시니어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LG 유플러스
블록체인기반 모바일 신원인증
클라우드 서비스 등

아보네
아보네 AWS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현대자동차
현대차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위메이드
WEMIX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이용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방송 및 교육 인터넷서비스
통합운영 사업
EBS 웹서비스 클라우드 도입

㈜클로잇은 공공, 금융, Enterprise 다양한 영역에서

Consulting, Migration, CAM, Managed, Sa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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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센 그룹은 콤텍시스템, 쌍용정보통신, 굿센, 시큐센, 한국금거래소쓰리엠  등

IT관련 회사와 비IT 회사로 구성

아이티센 그룹

콤텍 시스템 쌍용정보통신 케이지이홀딩스 굿센 시큐센

씨플랫폼
클로잇

한국금거래소
쓰리엠

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

한국금거래소콤텍정보통신 마이팻씨엔제이 수앤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 소프트아이텍

관계회사

Organization chart of the ITCE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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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5 아이파크타워2
Tel.  02 2051 0903     Fax.  02 564 8390     www.cloit.com

CopyrightⓒCloIT Co., Ltd. All Rights Reserved 2022.

Thank You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기반 No.1 Cloud Enabl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