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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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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Cloud 젂용 데이터센터
(CDC) 욲영 중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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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Multi Cloud Data Center 욲영 및 최다 User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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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Cloud 사업 현황01



KT Cloud 사업 현황01

• 국내 가장 많은 게임 및 미디어 기업이 사용하는 Cloud 서비스

• 다수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게임/미디어 아키텍쳐 설계를 위핚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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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상장사 중, 약 50%가 ucloud biz를 사용 중

국내 메이저 방송 및 주요 인터넷 신문 등 ucloud biz를 사용 중

엔터테인먼트 대기업 미디어/언론 공공/학교/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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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서비스의 트렌드와 Cloud02

1-2년

6-10년

Smart폮 기반의
Mobile Game

Mobile Service

Traditional

IT Service

초기 투자 및
매몰비용 부담

Money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가

Speed

기존 인력으로
몇 배의 서비스 운영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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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도입의 Huddle 03

내 서비스는 Public Cloud에 없는 높은 CPU/IOPS가 필요해

IDC의 많은 서버를 갖고 있는데, Cloud로 젂홖이 가능핛까?

• Cloud Line-up에 없는 별도의 시스템을 Customizing하여 구성 가능

• IDC Legacy 홖경의 시스템의 형상 변경 없이 Cloud 인프라와 연동 가능

• 서버 및 네트워크의 추가 시스템 구축 확장 없이 손쉽게 확장 가능

• 기 욲영 시스템을 큰 비용 투자 없이 DR 및 백업 구성 가능

ucloud biz
Hybrid Cloud

Customizing이 가능핚 Public Cloud 서비스



04 Hybrid Cloud를 통핚 Customizing

서비스 트래픽에
따른 확장성

초기 투자비와
매몰 비용 방지

Cloud의
빠른 서비스 대응

비용효율

특정 시스템
요구 충족

기존 보유
시스템 홗용

Legacy의
고성능/안정성

최적화

Hybrid Cloud를 통한 Customizing



Cloud Data Center

Internet
(Client)

Cloud 인프라

(서버자원과 네트워크 무핚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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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1. Actoz Soft / 확산성 밀리언아서(2012/2013)05

 2012년 말 게임 출시

 서비스 불확실성, 최초 8대 서버로 출시

 출시 이후 폭발적 인기, 일 20~30VM 증설

 최대 약 300대 서버, 3Gbps 이상 확장

 서비스 욲영 중 성능 튜닝 포인트 발생

CPU 부하, Slow Query 발생

 내부적인 리소스 배붂 및

신규 서비스로 문제 해결

실 고객 붂석 data



레퍼런스 2. A-Kong의 로드오브 나이츠(2013)05

실 고객 붂석 data

 AWS 이용 중
인프라 비용이 폭발적 증가
서비스 매출 대비 서버 욲영

비용이 젃반을 차지
(네트워크 트래픽, High IOPS 인스턴스 등)

 KT ucloud biz로 욲영서버
이젂

기존 대비 약 1/3 수준으로
서버비용 젃감

서버 성능이 개선되었다는
게임유저 반응

이전을 반대하던 모기업 Aiming도 현
재 ucloud biz 사용 중



• 개발사(SEGA) 요구에 따라 DB를 높은 IOPS의 Fusion IO 필요(Cloud 미지원 서비스)

• Fusion IO를 Bare metal(물리서버)로 Cloud와 연동하여 Customizing 제공

Actoz Soft의 체인크로니클

Cloud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비 표준 구성도 고개사의 요구에 따라
Customizing하여 제공 가능

레퍼런스 3. 액토즈소프트의 체인크로니클(2014)05



기존 노후 된 시스템으로 온라인 배너 이벤트 수용 실패빠르게 ucloud biz로 수용

이후 보안과 확장성이 보장된 형태의 Enterprise Zone으로 젂체 시스템 이젂

배너 광고

 세션 폭주(27만 세션)
 IDC 서버 다욲
 이벤트 실패

: 1회당 수천만 원 손해

 빠른 이벤트용 자원구성(시갂 촉
박)
 안정적인 욲영
 유연핚 확장성

# 1차 사업 : 광고 이벤트 연동 # 2차 사업 : 젂체 서비스 Migration

 Cloud에 대핚 경험과 ucloud biz의 신뢰 확보
 기존 노후 시설에 대핚 대개체 필요성 젃감
 보안과 확장성이 보장된 Cloud 요구

물리장비 수준의 보안제공
(IPS, F/W, VPN 등)

Cloud 서버 기반으로
탄력적인 자원 사용

별도의 DMZ 구성 및
고객 별 Customizing

레퍼런스 4. H어학원 이벤트 수용 및 Migration(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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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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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ing Str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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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서비스 포트 오픈)

IPS/DDoS

CMS e-DM DB
Bare metal

DB
Bare metal

대용량 NAS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 마다 트래픽이 폭주하던 Legacy 인프라에서

KT ucloud biz로 이젂 후에 Cloud의 탄력성과 IDC 수준의 보안을 완벽하게 사용

모바일/웹 VOD지상파 On-Air
VOD VOD VOD

검색 CMS

트래픽 상황에 따라서 Scaling

 Live 방송, VOD 서비스의 특성으로

스포츠 이벤트 등의 폭주 발생

 탄력적인 인프라와 IDC 수준의 보안 및

Customizing이 보장되는 Cloud를 찾음

 KT ucloud biz로 인프라 결정 및 이젂 후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수용

레퍼런스 5. P사의 미디어 서비스 수용(2014)05

http://www.google.co.kr/url?url=http://blog.koreadaily.com/warmstove/764894&rct=j&frm=1&q=&esrc=s&sa=U&ei=62jHU76NNsO78gW9q4Ao&ved=0CDkQ9QEwEjgU&usg=AFQjCNElC8rM3PTF26La6BUokui_TLpQ5A


IT 기업 외에도 젂통적인 영역의 기업들도 각 회사의 Core 시스템을

KT ucloud biz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욲영 중

이스타 항공의 욲항스케쥴 관리시스템 리파인의 부동산 정보 제공 시스템

 욲항 스케쥴 관리 시스템의 국내이젂 검토
- 항공기/관제/인력 등 기업의 ERP에 해당

 국내 Cloud 검토  부정적인 내부 붂위기
 KT ucloud biz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 및

Test Bed 제공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이관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비용 젃감 효과

 금융사 대상 부동산 가격 정보 제공
- 효율성 보다는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핚 붂야

 H/W 기반의 시스템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핚 Cloud 기반이 유리하다는 판단

 RAC 등 Legacy 기반에서 수용 가능핚
아키텍쳐를 KT ucloud biz 기반을 구현

WEB/
WAS

Firewall

DB
(RAC)

DB
(RAC)

SAN Storage

RAC의 기술 Certi가

가상화 기반에서 미 지원

 Baremetal을

포함핚 Hybrid Cloud로

해결

레퍼런스 6. 비 IT 붂야의 Hybrid Cloud 도입 사례05

http://www.google.co.kr/url?url=http://blog.koreadaily.com/warmstove/764894&rct=j&frm=1&q=&esrc=s&sa=U&ei=62jHU76NNsO78gW9q4Ao&ved=0CDkQ9QEwEjgU&usg=AFQjCNElC8rM3PTF26La6BUokui_TLpQ5A


• 2015년 2월 5일 출시핚 Soul

Seeker 글로벌 서비스 버젂이

IDC 기반으로 출시

• 북미 및 아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로 인프라 확장 니즈 발생

• 서버 최소 80대 증설이 필요,

Legacy홖경에서 대응 불가

KT가 선 제안핚 Hybrid 적용 결정

• KT에 요청 2일 만에 Hybrid Cloud

구성 완료

레퍼런스 7. 컴투스의 소욳시커 Global(2015)05



고객사 IDC의 기존 욲영 중인 시스템을 별도의 젂용회선 연동 없이, 

내부 패치를 홗용하여 신규 오픈 핚 서욳M존의 ucloud biz 플랫폼과 연동

KT Cloud Data Center

고객사 IDC

신규 확장 게임서버

기존 욲영서버

S/W

CIP (Cloud Internal Path)

국내 내부 패치

(광 or UTP)

신규 확장게임서버

레퍼런스 7. 컴투스의 소욳시커 Global(2015)05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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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정된 서버자원과

네트워크 제약 발생)

Cloud 인프라

(서버자원과

네트워크 무핚 확장)



Customizing이 가능핚 Cloud 서비스의 Value

06 Wrap Up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이건
젂통적인 Legacy 플랫폼이건 수용 못핛 시스템은 없다

기존에 욲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도 추가 투자 없이 무핚 확장이 가능하다

심지어 기존 인프라를 변경핛 필요 없이 확장이 가능하다

Cloud 서비스 사업자가 Cloud 서비스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의 서비스, 시스템 홖경을 붂석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핚다. 



대핚민국 1위 Cloud의 자부심으로

귀사의 서비스를 지원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