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IDC

업계 최초 자체 IDC 설립! / 완벽한 설비 이중화! / 센터 內 트래픽 완전무료!

(주)스마일서브 Internet Data Center
2008년 구축된 (주)스마일서브 소유 자체 데이터 센터
면적 2,000㎡, 진도 7 내진 설계(리히터 규모 6), 평당 하중 800Kg
전기인입 이중화(변전소 이중화), 항온합습 이중화, UPS 4중화(병렬 UPS * STS 이중화)
네트워크 이중화
총 서버 5,000대, 약 60GB 네트워크를 연인원 300명 엔지니어가 24시간 365일 관제하고 있는 (주)스마일서브 IDC는 자가 운영 전산실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정부기관으로 부터 인증받았습니다.

호스팅업계 최초!! 자체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설립
통신사 IDC의 문제점을 경험하고, 독립된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맞추고자 (주)스마일서브에서 자체 구축한 인터넷 데이터
센터입니다. IDC 문제의 대부분은 전기 문제로 기억되어 당사는 통신사 표준 IDC보다 강화된 시설(4중화 - 발전기, UPS)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통신사 네트워크 인입이 힘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방된 네트워크 인입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SATA-III 보다 빠른) 10G Network 와 ELCAP 방화벽
서버용 HDD 전송속도(SATA; 6Gbps)보다 빠른 10Gbps 네트워크로 내/외부 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DC 내부에서 어떤 서비스를 구성하시든
병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IDC 를 이용하시도록, (주)스마일서브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24 시간 운영하고 있는 보안솔루션 ELCAP
방화벽을 모든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데이터 센터內 모든 트래픽 완전 무료!
[시스코 글로벌 클라우드 인덱스(GCI) 2015-2020 보고서]
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77%가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당사의 네트워크 모니터링 결과도 이와 유사하여, 10Gbps 네트워
크로 운영중인 SMILE-IDC 내부 운영 모든 장비(서버, 클라우드,
CDN 등)간에 발생하는 트래픽은 과금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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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SMILE 만의 핵심 경쟁력
다양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IDC-SMILE은 호스팅 관련 15년(2017년 6월)경험에서 얻은 다양한 솔루션을 3가지 서비스 브랜드로 고객에게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별도 로열티 지불없는 15년 노하우의 한국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IDC/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가상서버/CDN/메일/서버운영대행 등의 호스팅 서비스 제공
웹호스팅, SMS 등 가벼운 비즈니스 솔루션 공급

합리적인 가격 공급
IDC-SMILE은 (주)스마일서브에서 설립하여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터넷 데이터센터 입니다.
서버 및 IDC 인프라 설계/제작, 네트워크 장비(Edge core & Planet 스위치) 대리점 계약 등을 통해 거품을 뺀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계부터 운영관리까지 가능한 회사
유명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가 꼭 좋은 것 만은 아닙니다.
(주)스마일서브는 서버부터 인터넷 데이터센터까지 자체 기술력만으로 설계하고 제작하여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호스팅 서비스 전문 기업
입니다.

ISMS 인증으로 우수한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IDC-SMILE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은 정보보호의 목적인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제3자 인증기관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
하여,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보증해 주는 인증제도 입니다.
스마일서브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운영등 체계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해 제3자 인증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 받아 객관적 보안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대표 전화 : 1688-4849 (영업&상품문의는 1번) / 이메일 : cloud@iwinv.kr / 텔레그램 : 010-2860-4786
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30 KT동판교 빌딩 3층 (새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86 KT동판교빌딩 3층)
IDC-SMILE 1센터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69-21 대륭테크노타운 2차 2층 (새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3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