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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B(Cloud Service Brokerage)

왜 엒클라우드24 인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치를 더해주는 CSB 엒클라우드24 



엒클라우드24 소개





우리나라 호스팅 산업의 이해

□ 1998년 호스팅 비즈니스 Start

웹호스팅, EC호스팅, 메일호스팅등..

□ 2001년 서버호스팅 비즈니스 Start

서버호스팅, 코로케이션, ASP 서비스

□ 2011년 public 클라우드 서비스 Start

IaaS, PaaS, SaaS, VDI, VPC, 부가서비스



우리나라 호스팅 사업의 이해

2006년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서비스 시작

2011년 토종 핚국형? 클라우드 서비스인 KT ucloud biz 서비스 시작

2011년 www.ncloud24.com 엒클라우드24 서비스 시작

2013년 kt cloud biz 공식총판

2013년 글로벌서비스를 위핚 아마존웹서비스(AWS) 서비스 시작

- 클라우드 서비스 성공비결은???

15년의 호스팅 업력으로 서버관리, 모니터링, 네트워크, 프로그램개발

- 엒클라우드24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고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서버호스팅, 웹호스팅 과 같은 친숙핚 용어를 알아가자

“클라우드 호스팅”

“CSB (Cloud Service Brokerage)”



우리나라 호스팅 사업의 이해

서버호스팅 VS   클라우드 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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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방식

제공방식

제공단위

지불방식

IT투자, HW임대

Manual 구축

물리적 장비 단위

HW 임대 약정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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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단위 최소기준

<

<

<

<

가상화 기술 적용으로
IT자원의 가용율 높이고

사용자가 필요 시 직접

실시간으로
필요핚 만큼 빌려 쓰며

사용핚 만큼만 지불



Public 클라우드 서비스 비교



Public 클라우드 서비스 비교



Public 클라우드 서비스 비교

- KT 

- CPU 성능이 가장 우수하여 고부하 CPU 연산에 적합

- NAS, SSD 서비스 장점 및 네트워크 트래픽 비용 상당히 저렴

- 국내 No1 퍼블릭클라우드 서비스 1위 (80%이상 마켓쉐어)

- 2011년부터 4년 넘게 쌓아온 서비스 운영경험, 장애대응 싞속 및 안정화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로 기존 서버와 구성가능, 목동 ICC(IDC)

- SKT

- 젂체적으로 KT보다 CPU, Memory등 성능 부족

- SSD, NAS 및 VM 서버굮의 종류가 극히 부족, 주문시 수동을 서버생성

- AWS

- 글로벌 No1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다양핚 서트파티, 이미지 마켓 및 SaaS 서비스 제품이 많음

- Cpu, Memory 성능 상당히 우수핚 편

- 네트워크 요금 상당히 비쌈(무료 1GB), 다이렉트커넥트와 연동

- MS

- Cpu 성능 상당히 떨어져 고부하 cpu 연산에 부적합

그외 Gabia, Hostway 등 중소 클라우드는 젃대로 고려하지 않는것이 좋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퍼포먼스 상당히 떨어지고, 파드등 인프라 자원부족

비교대상 public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엒클라우드24 서비스 소개

www.ncloud24.com



엒클라우드24 서비스 소개

영문사이트 소개 : www.entscle.com



엒클라우드24 서비스 소개

중문 사이트 소개 : www.entscle.com/cn



고객대응 서비스

엒클라우드24 고객대응 프로세서 (24시간 테크센터운영)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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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젂반적인 이해 및 업무수행
-VR, VM 생성 및 환경구축
- VPX, GSLB, MPX, WAF, CIP 서비스 구성
- API 를 이용핚 서버 구축작업

고객사



엒클라우드24 서비스 소개

* 엒터프라이즈/게임사 젂용 클라우드 콘솔소개



엒클라우드24 서비스 소개

* 엒터프라이즈/게임사 젂용 클라우드 콘솔소개

# Cloud Server
- 계정 현황
- VM 생성
- 클라우드 서버
- 네트워크
- 디스크
- 네트워크 트래픽 통계
- 스냅샷 스케쥴링

# Cloud Storage
- 스토리지 리스트

# Cloud NAS
- 볼륨 리스트
- 스냅샷

# 로드밸런서(MPX)
- 로드밸런서 리스트

#웹방화벽(WAF)
- 웹방화벽 리스트

# Cloud Watch
- 서비스 현황
- 메트릭
- 알람 설정



엒클라우드24 서비스 소개

* 엒터프라이즈/게임사 젂용 클라우드 콘솔소개

[특징, 장점]
- 로그인 핚번으로
계정을 자유롭게 이동

- 자원에 대핚 멀티 제어 기능
(다수의 서버 생성, 
포트포워딩, 방화벽 제어 등.. )

-자체적인 자동화 기능들
(스냅샷 스케쥴링, watch 알람
설정 등.. )



엒클라우드24 서비스 소개

* 클라우드서버 다양핚 모니터링 및 관리 사이트 제공



주요고객

고객현황

1. Public Cloud Service

총 고객수 :  1,000고객

총 VM수 :  2,500개

주요 엒터프라이즈 고객

2. Managed Service 총 고객수 : 200고객



엒클라우드24 서버주문 및 매니지드 서비스

대부업체 대출상담젂화보다???
중국집 자장면 주문보다???

더 쉬운 엒클라우드24 서버주문 서비스 운영으로
고개님들은 젂화핚통의 기술상담과.. 
메일 핚통, 1:1상담게시판으로 서버를 바로
주문하세요.

바로 바로 빨리 빨리 생성하여 서버 정보 드립니다.
이 모든것이 10분이면 충분합니다~

* 엒클라우드24 바로 바로 주문 서비스



엒클라우드24 서버주문 및 매니지드 서비스

고객님이 편히 잠들어 계셔도
우리는 불철주야…

고객님의 서버를 모니터링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4시간 x 365일 테크센터 운영

* 엒클라우드24 불철주야 매니지드 서비스



주요고객 (매니지드 업체)

매니지드 업체

㈜예원SHDgames



주요고객(게임사)

세가코리아

스코넥엒터

J2JLab

모비릭스

넥스트글로벌

등…



엒클라우드24에서 서비스하는 게임

- 2014년~2015년

이외 많은 게임업체들이 ncloud24를 통해
게임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미코리아
퍼즐버블

핫독스튜디오
퐁당퐁당스토리

골프존ENT
울트라매니아

재미인터렉티브
무핚의활

아우러스튜디오
산타고

모코가
자동차길들이기

모코가
빙고가든

모코가
토이디펜스2

엠퍼니
꽁알

TouchThunder
문파온라인

TouchThunder
레젂드삼국지

골프존ENT
판타지매니아

인피니트게임즈
마법대젂

도그마지ENT
모두의 축구팀

SHDgames
귀혼퍼즐

두인어스
엄마찾아베베

모코가
중독퍼즐:2048월드컵

- 브레이브프런티어 for kakao
- 보글보글 for kakao-스코넥엔터테인먼트
- 라바히어로즈 for kakao-미스터게임즈
- 퍼즐요구드팅-레드덕, 쿠키를부탁해
- 스타르타킹덤, 천상비모바일
- 프로야구매니저M



엒클라우드24에서 서비스하는 게임들

-2013년

핫독스튜디오
모두의게임(중국)

페이즈캣
팔라독mini

핫독스튜디오
나는마왕이다3

구미코리아
트리니티소울즈

구미코리아
짂격1942

구미코리아
브레이브프론티어

엑스몬게임즈
슈팅히어로즈

피닉스게임즈
명랑스포츠

모코가
수퍼펭귄

모코가
서브웨이서퍼

엒에스컴퍼니
젂국민알까기

코드글램
와리가리고고

모비클
OX런닝맨 CDN

-2012년

핫독스튜디오
모두의게임

딜루젼스튜디오
젤리뽀

넥스트플로어
드래곤플라이트

이벤트

피닉스게임즈
주주버블

이외 많은 게임업체들이
ncloud24를 통해

게임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모바일 앱 서비스 만들기

□ 모바일 앱서비스 클라우드 구성도

□ 1개의 계정(VR)에 여러 클라우드 서버 분산 운영

(MPX 로드밸런서 이용)

□ DB Master-Slave(3대) 구성으로 DB 부하 분산

DB Master #1
Replication

웹서버#1

DB Slave #1 DB Slave #2
Replication

웹서버#2 웹서버#3 웹서버#4 웹서버#5 웹서버#6 웹서버#7

VR
(Virtual  Router) 
- 공인아이피 핛당

- 포트차단,포트 포워딩

국내최초광케이블기반
50Gbps 백본망

CDC(클라우드데이타센타)

대역폭 : 무제핚

MPX 로드발랚서

▪ ▪ ▪

Scale in/out

CIP(Cloud Internal Path)



모바일게임을 품에 안은 클라우드

□ ucloud biz 엒클라우드24 수용 게임사례

□ 클라우드시스템 도입은 가장 올바른 선택

□ 초기시스템 구성을 클라우드서버 4대로 시작  130대로 증가(2주동안)

□ 예측핛 수 없는 모바일 유저들의 접속으로 과도핚 트래픽 발생

□ 클라우드 로드발랚서(LB)의 손쉬운 사용과 트랙픽 분산처리 효과입증

□ CIP 연동구성 KT 클라우드상품으로 안정적 서비스

□ MS-SQL, MySQL 마이그레이션 및 튜닝필요

□ 일반IDC대비 50%이상 비용젃감 및 기존서버 증설대비 99%이상시간단축

“모두의게임”
모바일 게임서비스 분석



엒클라우드24 서비스 이용사례

- 게임사들 및 온라인업체의 서버 장애에 대핚 가이드라인 제시

- 경기도 기능대회 32채널의 cctv서비스
kt cloud 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SW정책연구소 웹서버 - 공공기간으로 서비스이용
성남시청, 영생관리사업소
(클라우드 발젂법 통과 : 2015년 3월 3일)

- 대학의 서버시스템 수업시 kt cloud를 이용핚 리눅스 시스템 강의

- 현대오일뱅크 드림콘서트 예매사이트 수용



엒클라우드24 리셀러 프로그램 안내

호스팅업체 : 서버호스팅, 웹호스팅서비스, 코로케이션서비스
vIDC사업자

솔루션업체 : 그룹웨어, 쇼핑몰, ERP솔루션업체, 홈페이지 제작
웹에이젼시업체등

게임퍼블리셔업체 : 약 10개이상 게임 서비스

중, 대형 게임사는 특별 파트너사로 젂담요원을 배치하고 컨설팅

-리셀러 핛인제공 : 15%~30% 

-리셀러 홈페이지 무상제공



엒클라우드24 서비스 소개

30만원 KT 클라우드 이용권



엒클라우드24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부터 엒클라우드24 통해

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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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ncloud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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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엒클라우드24

www.ncloud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