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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사 (서울시 서초구 소재) 

e-Learning솔루션 사업 중심 (100여명 직원, 창업 12년차 중소기업) 

주요 판매 솔루션 

1) 토탈 e-learning 솔루션 개발 
2) 온라인 교육컨텐츠 저작도구, 실시간화상강의 
3) LMS, LCMS, QTMS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클라우드 이용사례 

ucloud server 

기업이 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장 손쉬운 첫번째 방법! 유클라우드 서버 

고객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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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oud server, 선택 이유는? 

- 오픈 소스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체 개발한 KT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 

- 국내 제일의 통신 사업자로서의 경험과 신뢰 
 

   사내 전산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국내 S사와 KT를 비교한 결과, 외국 클라우드 

   솔루션을 그대로 도입한 S사의 서비스보다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한 KT가 

   클라우드의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요구가 있을 시 고객 요구에 보다 신속히 만족스러운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 KT로 결정하였습니다. 

ucloud server, 기대 내용은? 

저희 회사가 SW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니만큼 개발에 소요되는 IT장비의 보유 및 유지보수는 

필수적이나 자체 전산실을 운용할 만큼 규모가 크지 않았기에 저렴한 IT자원 확보가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정전으로 인해 데이터가 모두 손실되어 복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일은, 

클라우드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12대의 가상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용대비 성능에 상당히 만족하며, 추가적으로 신규 업무에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자체 전산실 대비 저렴한 비용 

신규 IT자원 요구에 신속히 대응 

환경 
개선 

전산실을 다른 용도로 활용 

전력비 절감 

 
엔클라우드24에서 서버호스팅을 신청하시면? 

 

1. 불필요한 서버구매 NO~ 서버구매비용 0원 

2. 모든 서버 10%할인 적용 

3. 웹방화벽 무료 설치 

4. 방화벽 추가 기본 무상제공 

5. 모든서버 + OS(리눅스,윈도우) + 네트워크 1TB 

6. 서버 모니터링 제공 (4 vCore 이상) 

 

7.  서버셋팅 무료 지원 

   - APM (Apache + PHP + MySQL) 

   - Apache + Tomcat 

   - IS, FTP 

   - 네임서버 이전 무료 

   - 운영체제 업데이트, 서버 보안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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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oud server, 어떻게 이용하나? 

- 신규 SW솔루션의 개발/시험에 주로 이용 
 

   개발업무 위주인 저희 회사의 특성상 저렴한 비용의 개발장비의 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현재 직원 

   의 70%가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전체 개발서버를 클라우드화 하여 사용중입니다. 

   또한, 신규 솔루션 개발 후 테스트를 빈번히 수행하여야 하므로, 가상으로 신규 테스트 환경을 구성 

   하기에 용이한 클라우드 서버의 특징을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신규 사업에 클라우드 서버 활용 : 온라인 학원 강의 
 

   자사가 e-Learning 분야 토탈 솔루션을 개발해 오면서, 신규 사업 모델로 온라인 학원강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런칭하려고 합니다. 

   자사의 클라우드 서버 사용경험을 활용하여, 학원에 솔루션을 제공시 kt의 클라우드 서버에 올려서 

   고객(학원)에게 제공하고 매월 임대로를 받는 사업 모델입니다. 

   중소규모의 학원으로서는 자체 서버를 구입/운용할 필요가 없고, 온라인 강의 솔루션도 당사의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유망한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발환경을 유연하게 구성 

- 서버 사용환경이 수시로 변화 

- 솔루션 신규개발 : 서버 자원 확보 

- 개발이 끝난 장비 : 신속히 회수 

 

ucloud server 12대 개발서버로 사용 

서버 운용비용 절감 

- 새로운 테스트 환경 구성 용이 

-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므로 경제적 

 

 

 

중고생 학원 사이트 

- 학원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솔루션 추가 

 

 

 

사용자 (학원 수강생) 

- 집에서 실시간으로 강의 시청 

- 질문/대답이 화상으로 가능 

- 원하는 시간에 재시청 가능 

 

 

홈페이지 
 

Web server 

온라인강의 
e-Learning  

솔루션 

KT ucloud server 

인터넷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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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oud server, 도입 후 달라진 환경 

- 과거 전산실을 다용도실로 변경하여 활용 

- 과거 전산장비는 폐기하고 최소한의 장비만 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