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presentative Brand of E-Business, Korea Server Hosting Inc 

클라우드 부문 미래창조경영우수기업 대상 
2년 연속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2010년부터 랭키닷컴 IDC 분야 1위 유지 
한국정보방송대연합 인증 정보보호준비도 평가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인증 클라우드 확인제 

한국품질혁신우수기업 선정 
한국인터넷진흥원 시행 고객만족우수기업 

IDC부분 기술혁신 대상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미래선도기업 

무엇이 코리아서버호스팅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만드는가? 

Korea Server Hosting Inc will become a strategic partner 
1710-1, SK Broadband IDC Center, Seocho-dong, Seoch-gu, Seoul, Korea 

TEL : +82-2-593-8320    FAX : +82-2-6264-8321    E-mail : marketing@ksidc.net 

KS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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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리아서버호스팅 소개 

회사설립 : 2003년 

법인설립 : 2005년 

대표이사 : 조명래 

임직원수 : 40명 

서비스 종목 :  호스팅 / 소프트웨어개발 

회사비전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 

주요서비스 :  

IDC, 클라우드, 솔루션, 문자, 도메인, VOD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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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S클라우드의 신뢰성 

IDC 1위, 믿고 사용하는 KS클라우드 
◎ 랭키닷컴 IDC부분 4년연속 1위  ◎ 한국소비사만족지수 2년 연속 1위 
◎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 인증  ◎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인증 

가용성 최대 99.98% 보장 
◎ 품질보장제 (SLA)  ◎ 품질 •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안 준수 
◎ Site to Site 분산 저장  ◎ 재해복구 시나리오 (DR) 

전체 SSD 기반, 100만 IOPS   
◎ 전체 SSD 기반 스토리지 제공 ◎ 클라우드 인프라 100만 IOPS 달성 
◎ 클라우드 서버 당 20,000 IOPS 제공 ◎ 빠른 응답 속도 (Low latency) 

KS클라우드 기술전문성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기본협약 ◎ IITP 클라우드 이용 확산 자문단 
◎ KACI 클라우드 표준화 포럼 위원 ◎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스타트업 지원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 제공 

◎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 시스템 구성, 설계, 이전 
◎ 클라우드 전환 및 이용여부 검토 ◎ 인프라 서비스 14년간의 노하우 

합리적 요금, 최적 가격, 최대 성능 

◎ 사용한 만큼만 과금  ◎ 월, 시간 요금제 선택 
◎ 타 업체 대비 최적 가격 보장 ◎ 가격 대비 최대 성능 지원 

24시간, 365일 잠들지 않는 고객지원센터 

◎ 365일, 24시간 고객지원센터 운영 ◎ 클라우드 직접 생산, 직접 기술지원 
◎ 강력한 기본제공 서비스  ◎ 클라우드 통합 관리 기능 제공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 
◎ KS클라우드와 MS Azure 연동 ◎ Microsoft COSN 파트너 
◎ Microsoft CSP 파트너  ◎ 플래폼, 솔루션 사업자와의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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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KS클라우드여야 하는가? 

KS클라우드의 가격 경쟁력 
[ 기준 : (사양) 1 Core 1GB 100GB  (기본 트래픽) 1,000GB, 한국 지역 ] 

KS클라우드의 가용성 보장 및 기능 우위 

KS클라우드 국내 KT 해외 아마존 

최대 가용성 보장 99.98% 99.9% 99.95% 

서버 사양 추가 / 삭제 가능 불가 (상품변경) 불가 (상품변경) 

서버 초기화 가능 불가 불가 

서버 복제 가능 (무료) 불가 불가 

사용자 템플릿 가능 (저장소 비용) 가능 (패키징 서비스) 가능 (저장소 비용) 

오토스케일 가능 (50% 할인) 가능 (패키징 서비스) 가능 

방화벽 무상 제공 무상 제공 무상 제공 

웹 콘솔 무상 제공 무상 제공 없음 

기본 공인 IP 제공 방식 서버당 정적 할당 터넌트 당 1개 터넌트 당 1개 

네트워크 / 서버 모니터 무상 제공 터넌트 제공 터넌트 제공 

웹 DNS 무상 제공 불가 불가 

도메인 기반 호스트 가능 가능 가능 

아래의 비교 자료는 객관적 기준을 통해 비교한 것입니다. 
2016년 10월 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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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클라우드의 압도적 성능 우위 
[ 비교조건 : 랜덤8K 읽기 / 쓰기 IOPS, 속도 ]                      * 테스트 도구 DISKSPD 

[ IOPS 비교 ] 

[ 읽기 / 쓰기 속도 비교 ] 

3. 왜 KS클라우드여야 하는가? 
아래의 비교 자료는 객관적 기준을 통해 비교한 것입니다. 
2016년 10월 6일 기준 

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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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S클라우드 이용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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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의 구성 

클라우드 서버 클라우드 스토리지 클라우드 로드밸런서 

해외 클라우드 통합 보안 서비스 관리 대행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설 클라우드 구축 기업 솔루션 

• On-Demand 생성 / 삭제 

• 탄력적 사양 추가 / 삭제 

• 복제 및 사용자 템플릿 

• 오토스케일 지원 

• 1000GB 기본 트래픽 

• 20,000 IOPS 제공 

• 서버당 공인 IP 제공 

• 기본제공 서비스 

• ALL SSD 기반 스토리지 

• DAS 방식 (1:1 연결) 

• On-Demand 추가 / 삭제 

• 다양한 OS 연동 지원 

• EXT4, XFS, NTFS 지원 

• 3중 분산 저장 (안정성) 

• 위치 제약 없는 부하분산 

• Site to Site Load balance 

• DR 구성 

• 가용성 확보 수단 

• On-Demand 추가 / 삭제 

• 세션 기반 접속량  통계 

• 해외 컴퓨팅 서버의 이용 

• 해외 SaaS, PaaS 이용 

• 컴퓨팅 서버 해외 migration 

• KS클라우드와 해외 연동 

• 데이터 소산 백업 

• 재해대비 해외 DR 구성 

• 빅데이터 분석 HDInsight 

• 예측 분석 머신 러닝 

• IPS 보안관제, 웹 방화벽 

• 웹쉘 탐지 및 차단 

• 소스 변조 탐지 및 복구 

• Tenant 격리 (공인망) 

• DB 암호화 및 접근 제어 

• 멀티 인증 (OTP) 구축 

• VPN 구축 

• 웹 취약점 분석  

• 상세 모니터링 

• 서버 자원 체크 및 알림 

• 서버 가용성 체크 및 알림 

• 서비스 가용성 체크 및 알림 

• 네트워크 현황 체크  

• 매월 리포트 발송 

• 기술지원 (작업 대행) 

• 클라우드 서버 to 물리 서버 

• 이기종 클라우드 서버 연동 

• Site to Site 클라우드 

• Point to Site 클라우드 

• 국내 to 해외 클라우드 

• 물리 서버 Bare Metal 

• 이용 목적에 맞춤 구성 

• 전용 클라우드 환경 구축 

• 어플라이언스 지원 가능 

• 소규모 Private 지원 

• KS클라우드 내 구축도 지원 

• 네트워크 망 연동 지원 

 

• 기업용 Office365 

• 웹 메일 솔루션 

• VISUAL STUDIO 

• 서버 모니터링  

• 이중화 패키지 

• Power BI 

• 쇼핑몰 솔루션 

• S&OP 재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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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 대상 지역 

지역 위치 

미국 중부 아이오와 

미국 동부 버지니아 

미국 동부(2) 버지니아 

미국 정부 중부 아이오와 

미국 정부 동부 버지니아 

미국 중북부 일리노이 

미국 중남부 텍사스 

미국 서부 텍사스 

* 호주 지역 이용은 현지 기업에 한함  

지역 위치 

북유럽 아일랜드 

서유럽 네덜란드 

동아시아 홍콩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일본 동부 사이타마현 

일본 서부 오사카 

호주 동부 뉴사우스웨일스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 

KS클라우드는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Microsoft와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해외 17개 지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동 추천 서비스 : 데이터 소산 백업,  DR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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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입 효과 

가성비 甲 KS클라우드,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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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고객 및 제휴사 

* 상기 업체 외 500여 클라우드 이용 업체 및 2000여 IDC 이용 업체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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