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ucloud biz 소개 

모바일 게임사를 위한 



국내 유일의 Multi Cloud Data Center 운영 및 최다 User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 

kt Cloud 사업 현황 01 

7,000  
기업 고객 

100,000  VM 

(2017년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현황 

GIMHAE GDC 

CLOUD DATA CENTER 
3 CDCs, 9 Zones 

국내 유일한 Cloud 전용 멀티 
데이터와 해외 Zone 운영 중 

CUSTOMER STATUS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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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M1/M2 ZONE 

US West ZONE 

MOKDONG CDC 

국내 NO.1 클라우드 사업자 다양한 고객굮과 레퍼런스 보유 

Ent/G-Cloud ZONE 



kt Cloud의 여정   02 

초창기 게임, 모바일 앱 부터 시작하여 커머스, 대기업, 교육, 금융, 공공까지 Service Territory를 확장 중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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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상장사 중, 약 50%가 + 국내 8,000여 개 기업이 ucloud biz를 사용 중 

(30,000 VM + 10만 CPU Core 규모) 

게임/커머스 대기업 미디어/언론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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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게임사 

대형 

게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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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클라우드의 주요 트랜드 

공공 규제 

영역 

비규제 

영역 

의료 

금융 교육 

 규제 해소를 통한 클라우드 이용 범위 확대 

   - 클라우드 발전법, 의료법 개정 등 규제 개선 

<주요 분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클라우드 활성화 

   -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시행 

   -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 정립 등 

 클라우드와 다양한 IT인프라와의 연결성 필요 

   -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Connectivity 강조 

 고성능 머싞 및 높은 가격대비 성능비 요구  

   - 고성능 GPU 서버(머신러닝) 등 연산 능력 강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발 및 운용의 편의성  

   - PaaS, Docker, Container 등의 기술 적용  

Hybrid 고성능 서버 

GPU PaaS 

<주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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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Line-Up 

Self-Service Standard 



04 클라우드의 주요 트렌드  

다양한  
Line-Up 

Self-Service Standard 

복잡, 어렵다 알아서 써라? 맞춰 써야 한다 



05 kt Cloud의 특징 

기술지원 

Tech-Center, Consulting  

고성능 & 경제성 

GPU, Broadwell CPU  

맞춤형 서비스 
SDN Hybrid, 3rd Party 존  

필수 서비스 위주 
가성비에 집중 

24*365 
One-Stop 기술지원 

Customizing 



05-1 고성능 서비스 업그레이드  

서버 

스토
리지 

’10년 

Westmire 
(fade out) 

’11년 ’12년 ’14년 ’17년 

4.14 

(M2존) 

’18년 

Sandy Bridge 

Ivy Bridge Haswell Broadwell Skylake 

’10년 ’13년 ’15년 ’17년 

일반Disk NAS SSD Volume SSD NAS 

도입 단계 1 단계 2 단계 

kt Cloud의 특징  



05-1 고성능 서비스 업그레이드(성능비교)  

 Bench Mark Tool : Phoronix Compress 7Zip 

 Test Spec. : AWS C4.xlarge/c4.2xlarge, Oracle OC4/OC5,  
                   kt 4vCore/8vCore(M1 E5-2680v3 Haswell  M2 E5-2690v4 Broadwell)                 

AWS 
4C/8G 

Oracle 
4C/8G 

KT M1 
4C/8G 

KT M2 
4C/8G 

AWS 
8C/16G 

Oracle 
8C/16G 

KT M1 
8C/16G 

KT M2 
8C/16G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2% 향상 

22% 향상 

 단위 : MIPS(Million Instruction Per Sec.)  

kt Cloud의 특징  



05-1 인스턴스 비용 비교  

KT ucloud biz AWS Oracle 

4vCore/8GB 214 240(0.209USD) 239(0.208USD) 

8vCore/16GB 429 480(P.419USD) 478(0.417USD) 

 경쟁사 인스턴스가 kt Cloud에 비해 14% 가량 비쌈  

 단위 : 원 

구분 
( vCore : Memory ) 

요금 

1년 2년 3년 

1 : 1 / 1 : 2 20% 25% 30% 

1 : 4 30% 35% 40% 

1 : 8 25% 30% 35% 

 온라인 VM 약정에 따른 할인율(2017.4) 

kt Cloud의 특징  



05-1 네트워크 비용 비교  

트래픽 증가에 따른 N/W 비용 비교  kt vs. A사 무상 제공 N/W 트래픽 비교 

AWS ucloud biz 

In-Bound 
무 과금, 

 
VM당  

월 
1~2TB 
무상 

In-Bound 
무 과금 

 
VM당  

월 1GB 무상 

무상제공 
N/W 

1TB 
~2TB 

1GB 

50GB 
AWS는 사용 즉시 트래픽 요금 발생 및 요금 폭탄 

kt는 영상 서비스 제외, 요금이 발생 경우가 없음 

1 2 3 4 5 6 7 8 9 10 11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원/월 

GB 

ucloud biz 

AWS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AWS에서 운영 중인 게임을  

   kt Cloud로 이전 후  

   비용이 약 30% 수준으로 감소  

kt Cloud의 특징  



05-2 기술지원  

국내 유일의 클라우드 전용 24시간 TECH CENTER 운영 

전문 엔지니어를 배치하여 24*365 장애, 고객 ISSUE 대응 

Sales person이 아닌 전문 전문엔지니어가 24시간 고객 CARE 

ONE-STOP 
포탈 및 유선 VOC의 실시간 one-

stop 완결 처리 

SUPPORT 
문제점 발생시 상황 짂행 경과에 

대해 고객과 직접 실시간 Comm 

ALL YEAR 연중 무휴 7days x 24hr 고객 응대 

ADVANCED 주요 고객 모니터링 서비스 

VOC 문의 직통번호 운영 

Tel. 080-2580-005 

…… 

몇 분에서 20분 이내 답변 완료   

kt Cloud의 특징  



05-2 기술지원  

고객의 상황 

AWS 장애 보상도 안되고, 
문의 메일 회신도 랜덤으로 3일~7일 걸려요. 

AWS 서버 외 기술지원  
비용만 천오백만원 넘어.. 

KT에서 AWS로 넘어가니 
장애 대응 안돼 다시 KT로.. 

구분 KT AWS SK(Cloud Z) MS 

문의 방법 및 
지원 범위 

  

1:1 문의  응답 
소요시간  * 

10분 X 3일 3일 

전화 문의  대응 
기준  및  시간 

모든 문의 
무료 

기술지원 단계별 차등 
 Ent.급 1,500만원~ 

모든 문의 
무료 

서비스 문의 
무료 

기술지원 단계별 차등 
 Biz.급 120만원~ 

24시 X 24시 영업시간 

컨설팅 지원 전화 문의 실시간 채팅 홈페이지 문의 

kt Cloud의 특징  



05-2 기술지원  

구분 KT AWS SK(CloudZ) MS 

홈페이지 
문의 방법 및 
응답시간 

 
 

• 홈페이지 문의 
• 컨설팅요청 

• 홈페이지 컨설팅요청 • 홈페이지 문의 
• 홈페이지 문의 
• 실시간 채팅 문의(영어)  

+10M  x +3D 2:52PM +3D 4:25PM 

전화문의 및  
응답시간 

 
 

24시간 무료 테크센터 비즈니스 이상 고객만   24시간 무료 테크센터 영업시간 (서비스 문의) 

즉시 - 즉시 즉시 

기술지원 
   24시간 KT  

            테크센터무상지원 

지원 플랜 별 차등 과금 

         24시간 Softlayer  
          테크센터 무상지원 

지원 플랜 별 차등 과금 

개발자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개발자 표준 
전문가
지원 

프리미어 

4만원~ 12만원~ 1700만원~ 3만원~ 36만원~ 120만원~ 확인불가 

장점 
• 모든 문의 24시간 무상대응 
• 무상 방문 컨설팅 지원 

•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빠르고 전문적인 지원 제공 

• 대부분 문의 24시간 무상대응 • 실시간 채팅 문의(영어) 

단점 
• 복잡한 문의 3선까지 이관돼   

일정 시일 소요될 수 있음 

• Support 비용 과다 
• 기술/장애 문의는 파트너

도 본사에 문의해야 함 
• 메일 문의는 영어로, 한국어는 

오래 걸림. 답장100% x 

• SK는 영업만, 기술지원은  IBM
이 짂행  분리된 주체 

• 채팅 문의는 영어만 가능 
• 전화 문의는 영업채널만 존재 
• Support 고객에도 온라인 문

의 권고 ( 전화문의는 영어만 ) 

5/12(금) 
6:20PM 

5/16(화) 
5:50PM 

kt Cloud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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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Cloud의 특징  

최적 아키텍쳐 설계 지원 

레퍼런스 게임 아키텍쳐 검토 

Trial 인프라 제공 

중국어 지원(중국 개발사) 등… 



05-3 Customizing  

현황 

’17.6월 

IDC 

목동1센터 목동2센터 

IDC 

천안 CDC 김해 CDC 분당 IDC 

20G*2 10G*2 

10G*2 

10G*2 

Overlay 
NW(’17.6) 

Campus NW 

Overlay  
NW 

Overlay  
NW 

CDC CDC 

KT IDC 
[목동1, 목동2] 

내부패치 

고객 DC 

전용회선 공용 네트워크 

[가산,도곡,분당,상암] 

KT IDC 
[목동1, 목동2, 분당] 

공용네트워크(전용회선) 

DC내 
연동 

DC간 
연동 

40만원/월 
1ms이내 latency 
Overlay NW 

약 8백만원/월 
약 5~7ms latency 

고객 DC 

약 200만원/월  
약 3~5ms latency 

고객DC 
연동 

전용회선 

※ 타사 비교 

Hybrid Cloud위한 DC 연결 현황 연동 방식 및 비교 

※ 요금비교는 100Mbps(수도권) * 2회선, 100TB 전송 기준, kt는 전송료 과금 무료 

    AWS Direct Connect는 (접속포트 24만원 + 전용회선 150만원) * 2회선, 데이타전송료 460만원 

 Cloud zone간 연동  IDC + Cloud 연동 

kt Cloud의 특징  



05-3 Baremetal / 3rd Party Zone 

VR VR 

VM VM VM VM 

CIP(Cloud Internal Path) 

Bare metal server 
DB 등 Core 시스템 
(Fusion I/O, High CPU 등) 

ucloud biz 
M2 Zone 

Bare 
metal 
Zone 

Internet 

3rd Party 
Zone 

고객사 기존  
보유 시스템, 
외부 회선 

 kt가 제공하는 Cloud의 영역과 Cloud에서 제공이 되지 않는 비표준 형상의 연계 

 낮은 연동 비용과 단순한 연동 구조로 가장 최적화된 Hybrid Cloud 모델 제공  

kt Cloud의 특징  



대한민국 1위 Cloud의 자부심으로 

귀사의 서비스를 지원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