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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연혁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

클라우드�서비스
품질�성능�검증

한국클라우드
산업협회�회원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C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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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개통' 상품�출시 (도메인 : cloudv.kr)

���� ��월 - 국내�최초 ��Gbps 기본�회선�서비스�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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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마일서브 [SMILESERV INC.]
중소기업
김�병�철
����년 ��월 ��일
��명 [����년 ��월�기준]
인터넷�서비스, 네트워크�컨설팅, 서버�및�통신판매, 소프트웨어�개발업

스마일서브는 ����년�호스팅�서비스를�시작으로
서버�직접�생산�및�공급, 자체 IDC를�운영하며 ��년간�한국 IT 시장�발전에�함께한�기업입니다.
현재�합리적인�가격과�높은�안정성의�클라우드, 호스팅, 코로케이션과 
서버�기반의�서비스를�개발하여�민간�기업과�공공�기관에�공급하고�있습니다.



IaaS란? Infrastructure as a Service의�줄임말로, 클라우드로 IT 인프라의�자원을�제공하는�서비스입니다.
인터넷을�통해�서버, 스토리지�등의�하드웨어�자원을�클라우드�서비스로�빌려�쓸�수�있는 
서비스를�일컫습니다. 이용자는�직접�데이터센터를�구축하지�않고, 클라우드�환경에서 
필요한�자원을�선택하고�사용하면�됩니다. 
물리�서버의�세팅�과정보다 빠르고�효율적이며, 관리비용이�절감됩니다.

Service

iwinv 클라우드�도입, 어떤�점이�좋은가요?
가격�부담�없는 iwinv 고성능�클라우드와 ��시간 ���일�연중무휴의�기술�지원을�제공합니다.

iwinv 클라우드를�다양한�분야에서�이용하세요.
iwinv 클라우드로�미디어, 게임, E-커머스, 교육�등�다양한�산업�분야에서�시스템을�구성할�수�있습니다.

경제성

편의성

안정성

기술지원

업계�최저�수준의�서비스�이용료로�고성능의�클라우드와�양질의�서비스를�누릴�수�있습니다.
iwinv, CLOUDV 등�자사�서비스�간�발생한�트래픽은�과금하지�않습니다.
더불어 iwinv는�초과�트래픽�발생에�대해�구간별�할인�혜택을�제공합니다.
고객은 iwinv로�시간�및�비용을�절약하고, 안정적으로�시스템을�운영할�수�있습니다.

고객은�관리콘솔을�통해�실시간으로�서비스의�생성, 변경�및�삭제를�간편하게�할�수�있습니다.
신청�후�수�분�이내에�서비스를�이용할�수�있고, 
배치, 분배, 증감, 사양�변경을�유연하게�진행할�수�있습니다.

iwinv는�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통해�보안과�관련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CSAP(클라우드보안인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통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품질·성능�확인서를�획득해�인프라의�객관적�신뢰성을�확보했습니다.

��년간�서버호스팅, 클라우드�서비스를�제공한�경험을�바탕으로 
고객에게�필요한�맞춤형�컨설팅과�기술지원을 ���일 ��시간�제공합니다. 
항상�고객의�문의에�정확하고�신속하게�답변할�수�있도록�노력합니다.

게임 서비스업 인터넷/전자상거래 방송/미디어통신/IT 교육/학교



Product

서버
Server / Instance

스토리지
Storage

데이터베이스
Database

클라우드 DBMS
컨테이너/클러스터�기반 Database 제공
MS-SQL Enterprise 최저가 (월 ��,���원)
SA 권한�제공

오브젝트�스토리지
AWS S�와�연동�가능 API 제공
사용량에�따른�저장공간�자동�확장
웹�기반�콘솔�제공

블록�스토리지
SSD & SATA 타입�볼륨스토리지
최대 ��TB 단일�볼륨�생성�가능
스토리지�이미지�복제/보관�가능

GPU 서버
AI, 과학연산, 트랜스코딩
딥러닝�트레이닝 & 추론�가능
최신 GPU 최대 �개�선택�가능

SSD 서버
SSD를�컴퓨트에�할당한�표준�서버
높은 I/O 성능, 신속한�데이터�처리
경제적인�가격, 신청�즉시�이용�가능

SQL 호스팅
DB당�단일�계정�단위�이용�가능
MySQL, MariaDB, MS-SQL

MAX-IO 서버
SSD RAID하여 OS 볼륨에�할당
높은�성능과�안정성
DB 서버, 접속자가�많은�웹�서버에�적합

클라우드PC
항시�접속�가능한�클라우드 PC 환경�제공
유저�친화적�데스크탑�환경�제공

공유�스토리지
다중�서버�동시�연결�가능
개발자를�위한 Upload API 제공
사용량에�따른�저장공간�자동�확장
웹�기반�콘솔�제공



컨텐츠
Contents

캐시프론트
웹사이트�컨텐츠, 파일�자동�맵핑
모든�파일 RAM 저장/전송
최신버전 TLS 인증서�기본�제공

부가�서비스
Additional Service

클라우드�풀케어
전담�엔지니어 �:� 핫라인
서버�관리�및�장애�조치�지원
월간�정기�리포트�제공
맞춤형�인프라�구축�제안�및�최적화
실시간�모니터링�지원

서버용�백신
다양한�운영체제와의�뛰어난�호환성
�,���만개�이상의�패턴에�대한�실시간�감시
백신�엔진,바이러스�패턴�자동/예약�업데이트

화이트�디펜더
랜섬웨어로�인한�파일�훼손�발생시�차단
행위�분석, 함정으로�유도�및�탐지�후�차단

웹�방화벽 - Deepfinder
Agent 설치/수정/삭제에�대해�무중단�구축
웹�서버�속도,성능�저하�없이�암호화�트래픽�검사
다양한�운영체제와�뛰어난�호환성

컨텐츠�캐시
웹�콘솔을�통한�쉽고�편한�컨텐츠�관리
QR코드, SNS링크, shortURL 기능�제공
SSL(HTTPS) 무료�제공
쓸수록�낮아지는�트래픽�할인

컨텐츠�인증(파일/동영상)
보안�토큰을�통한�컨텐츠�관리�및�보호
REST API 및�개발자�가이드�제공
웹�콘솔을�통한�효율적�파일�관리
무제한�확장�가능�데이터�저장공간

글로벌 CDN
차세대 CDN 기술
엣지�스토리지�및�최적화를�통한�빠른�속도
HTTP/� 지원(바이너리�프레임)

웹�방화벽 - WAPPLES Cloud
클라우드�환경 Virtual Appliance 프록시
정보�유출, 보정�접근, 웹�위변조�방지
국내�최초 ICSA Labs WAF 인증�획득

모니터링�서비스 - Zabbix
모든�소스에서�매트릭�수집
즉시�감지�및�알림, 데이터�시각화�관리�지원



TEL : ��-����-���� (영업 �번)

E-mail : cloud@iwinv.kr

Web : www.iwinv.kr


