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엒클라우드24 서비스 소개

대표이사 맹 상 영

“WellDataSystem Co., Ltd”

2001  – 현재 ㈜웰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

2013  – 현재 안산대학교 인터넷정보과 겸임교수

- 현대정보기술㈜ EC사업부 근무

- ㈜정보넷 기술개발팀 근무

- ㈜파리크라상 전산실 근무



클라우드란???



우리나라 호스팅의 역사

□ 1999년 호스팅 비즈니스 Start

웹호스팅, EC호스팅, 메일호스팅등..

□ 2001년 서버호스팅 비즈니스 Start

서버호스팅, 코로케이션, ASP 서비스

□ 2011년 클라우드 비즈니스 Start

IaaS, PaaS, SaaS, VDI, VPC, 부가서비스



클라우드 소개

□ “클라우드” 란 단어에 두려움을 갖지 말자

□ 서버호스팅, 웹호스팅 과 같은 친숙핚 용어

“클라우드 호스팅”

□ “클라우드” 장점을 최대핚 홗용

- 경제성, 싞속성, 확장성, 경제성, 안정성, 보안성



클라우드 소개

서버호스팅 VS   클라우드 호스팅

Cloud hosting 은 기졲의 IT자원 할당 방식과 비교할 때, 구매방식, 제공방식, 제공단위, 
지불방식에서 차별화 됩니다.

구매방식

제공방식

제공단위

지불방식

IT투자, HW임대

Manual 구축

물리적 장비 단위

HW 임대 약정기갂에
따른 과금

인터넷을 통한 싞청

IT투자, HW임대

IT투자, HW임대

사용량 기반

1 month or more

1 month or more

서버호스팅 VS     클라우드 호스팅

A few Minutes

A few Minutes

Core / 시갂단위 최소기준

<

<

<

<

가상화 기술 적용으로
IT자원의 가용율 높이고

사용자가 필요 시 직접

실시갂으로
필요핚 만큼 빌려 쓰며

사용핚 만큼만 지불



클라우드 소개

Industry별 Cloud 서비스 도입 Needs

데이터 폭발, IT자산 도입의 적시성, CAPEX / OPEX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Cloud
Computing 검토

게임/닷컴
• 모바일 수요 폭발에 따른 싞속한 인프라 확장 필요
• 불명확한 서비스 Life Cycle에 따른 인프라 투자 Risk 해소

그룹사
• IT 자원의 최적화, 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 IT 운영에 따른 CAPEX, OPEX 젃감 및 센터 상면 젂략의 최적화

언론
• 이슈 등 일시적 Peak 트래픽 처리를 위한 Over capacity 보유 부담
• 중소 규모 언론사의 자체 시스템 구축 부담

금융
• 금융 기업의 다양한 IT분야로의 서비스 다각화
• 보안 기능이 강화된 Cloud 서비스 필요

기타
• 바이오인포메틱스 : 유젂자분석 등 대규모 컴퓨팅 파워/저장소 요구
• 의료 : Tablet을 활용한 Mobile 진료 및 정보제공 가능
• 제조 : Tablet을 활용한 데이터 엑세스 및 프로세스 관리 등

Server
싞속성
확장성

비용젃감

VPC
고성능
독립성

Customizing

부가서비스
보안

운영대행
Migration



클라우드 소개

Cloud Value(기업)

투자 리스크 감소
초기 과도한 투자 발생 방지
사업실패 시 투자 손실 감소

싞속핚 사업화 가능투자
Time to Market, 즉시 IT 시스템 구축

자동 자원 확장 / 안정성
IT자원 돌발 수요 싞속한 대응

TCO절감 및 경쟁력 UP
기졲대비 30% 운용비 젃감
본업 경쟁력에 집중 가능

다수의 물리적 서버 필요
초기 투자 비 과다 소요

서버의 가용성 떨어짐
실제 서버 가용률은 최대 30% 수준

구축/유지에 비용/시간 발생
IDC 상면 비용 및 유지/보수 인건비 발생

물리적 서버로 구성 Cloud 도입 후

투자/운영비 젃감, 사업 Risk 감소, Time to Market 실현, 본업 경쟁력 집중 등 효과



모바일 게임과
클라우드~



Why Cloud for Mobile Game



Mobile Game with ucloud biz



KT ucloud biz의 기능 Line-up



KT ucloud biz의 기능 서비스 구성



KT ucloud biz 경제성 국내외 Cloud 사업자 대비 가성비



KT ucloud biz 의 고객 커뮤니케이션



Cloud 를 잘 홗용하는 방법



엒클라우드24
서비스 소개



엒클라우드24 서비스 소개



엒클라우드24 홈페이지 www.ncloud24.com



엒클라우드24 서비스 소개



엒클라우드24 서비스 소개



엒클라우드24 서비스 소개



엒클라우드24 매니지드서비스

엒클라우드24 고객대응 프로세서

클라우드 테크센타

1. 클라우드시스템 구축요청 2. 서비스 구축

핫라인구성 핫라인구성

1. 장애발생 긴급콜 2. 장애접수

- 긴급대응방안검토
- 서버 상태 체크
- VR, VM 체크
- 서버 다운시 자동감지

- 고객사 복구대응 보고

• 요청사항

- 클라우드시스템 장애
- 네트워크 장애
- VPX등 장비 장애

-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핚 전반적인 이해 및 업무수행
-VR, VM 생성 및 홖경구축
- VPX, GSLB, MPX, WAF, CIP 서비스 구성
- API 를 이용핚 서버 구축작업

고객사



보유기술(1)

가상서버를 통핚 무중단시스템구성 운용기술

- 서버의 상태정보 확인 후 IP정보 배포하여 최적의 무중단시스템 구성(Active-Standby 구성)

- 서버의 부하분산, DR구축, Cloud의 백업용도 사용

- MPX를 이용한 이중화 운용으로 부하분산 및 HA구성

- 장애시 HA(High Availability)시스템을 이용하여 장애 복구시갂 최소화

Hybrid Migration기술

- 가상화시스템과 물리적시스템 연동하여 가상화시스템에서 부족한 요구성능 문제 해결

고사양시스템 제공 등

- 서비스품질이 향상되며 DB부분에서 주로 이용

- 다수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사용

가상화시스템구축 및 Migration기술

- 1,500여건 이상의 가상화시스템구축 노하우 보유(클라우드컨설팅 부터 매니지드서비스까지)

- 600건이상 가상화시스템 Migration 경험

- 다수의 AP Migration경험 보유

- ISO27001, SOC1, SOC2, ISMS등 보안인증 확보

 가상서버를 통핚 무중단 시스템 구성 운용기술

 Hybrid Migration기술

 가상화 시스템 구축 및 Migration기술



보유기술(2)

API를 통핚 클라우드시스템 제어기술

- 클라우드 가상화시스템 관리운용을 위한 포탈 지원

- PHP API를 통한 관리

- KT API제공, 자사관리포탈, 유저관리포탈, 필수시스템 운용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API적용 완료

- Watch Service를 통한 모니터링, 서버생성 및 삭제,구성 지원

Open Source를 홗용핚 시스템모니터링 기술

- 실시갂으로 시스템의 상태를 모니터링 : CPU, Memory, Disk, Network등

- 운용서비스에 대한 Alarm기능으로 서비스 오류에 대한 빠른 대응

- Track의 Munin, Nagios Enterprise의 Nagios등 오픈소스를 통해 구축된 모니터링시스템 활용

Web Application관렦 기술

- 가상화시스템자원 사용의 극대화를 위한 AP설계, 설정

- Apache, Tomcat, PHP, MySQL등 Web기반시스템 가상화 VM최적구성

- Cloud Market place를 구성 다양한 SaaS제공

- WordPress, XE, 그누보드, 텍스트큐므등 SaaS지원

 API를 통핚 클라우드시스템 제어기술

 Open Source를 홗용핚 시스템모니터링 기술

 Web Application관렦 기술



게임사 전용 클라우드 콘솔 서비스



Cloud Server
-VM 생성
-클라우드 서버
-네트워크
-디스크
-네트워크 트래픽 통계

Cloud Storage
-스토리지 리스트

Cloud NAS
-볼륨 리스트
-스냅샷

로드밸런서(MPX)
-로드밸런서 리스트

웹방화벽(WAF)
-웹방화벽 리스트

Cloud Watch
-서비스 현황
-메트릭

게임사 전용 클라우드 콘솔 서비스



주요 게임고객사
소개



엒클라우드24 게임 서비스



엒클라우드24 게임 고객사



엒클라우드24 파트너사

Certified Reseller/Premium Partner

보안 솔루션 SSL 인증서



주요고객

고객현황

1. Public Cloud Service

총 고객수 :  1,000고객

총 VM수 :  2,000개

주요 엒터프라이즈 고객

2. Managed Service 총 고객수 : 300고객



엒클라우드24 비전



엒클라우드24 서비스 소개



엒클라우드24 서비스 목표

VSwww.ncloud24.com

www.rightscale.com

www.entscale.com



엒클라우드24 서비스 소개

▣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2013 
- 부산벡스코
- 2013. 6.29



엒클라우드24 서비스 소개

▣ 제4회 클라우드 프런티어 2013
- 일시 : 2014. 8. 27
- 장소 : 삼성코엑스 그랜드볼룸



엒클라우드24 서비스 소개

▣ GAME-NEXT SUMMIT 2014
- 일시 : 2014. 4. 15
- 장소 : 강남구 학동 PATIO9 
- 주관 : 와일드카드, 라티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엒클라우드24 서비스 소개



대표이사 맹상영
010-6259-8079 | 070-4337-1120

ceo@ncloud24.com

㈜웰데이타시스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PDCC빌딩 3층 301호

Thank you |

www.ncloud24.com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